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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목

기능성 재료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고온용 구조소재로서 SiC 및 Si3N4와 같은 세라믹스 신소재들은 고온강도 및 산
화저항성이 우수하여 일반산업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의 부품으로 우수한 특성
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고온에서의 산화저항성 또는 부식 거동은 지금까지 주
로 공기중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왔지만 고온, 고압의 수중에서의 거동은 데이터의
축적이 많지 않다. 따라서 세라믹스 구조소재들이 원자력 환경에서 사용되기 위해
서는 고온, 고압수중에서 소재의 열화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수펌프의 수중축수, 원자로 냉각수 펌프의 mechanical seal, 제어봉 구동장치 가
이드 롤러 등의 후보재로서 거론되고 있는 SiC 및 Si3N4 계 소재들에 대해 300∼
360℃, 90∼150기압, 순수 및 LiOH 첨가수 조건에서 부식 거동을 고찰하였다.
구조 세라믹 재료의 특성이 향상되면서 원자력 산업에서의 세라믹 재료 응용이
기대되고 있다. 기계적으로 취약한 세라믹 재료의 특성 중 현재 응용 가능한 특성
은 내마모성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세라믹 재료의 고온 내마모성 및
고온 강도 특성을 조사하였다. 원전 일차 계통에서 세라믹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원자로 냉각펌프의 seal 부분이다. 이 seal 에 대한 마모특성, 감마조사 후의
강도 변화, 부식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적절한 운전 조건을 결정하거나 혹은 대체
세라믹 재료를 선정함으로써 보수 검사 주기를 연장시킬 수 있다. 또한 중성자 조
사에 대한 세라믹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수행되었다.
고기능성 소재의 개발은 고순도, 초미립 분말 합성기술이 필요하다. D-T 핵융합
에서 증식재료의 선정은 효과적인 에너지 방출과 삼중수소 방출의 안정성 관점에서
중요하다. 리튬티타네이트는 리튬의 함유량과 빠른 삼중수소 방출특성으로 인하여
관심의 대상이다. 또한 산화물 분산 강화동은 우수한 강도와 전도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소합성법을 이용하여 Li2TiO3 와 Cu-Al2O3 분말을 합성하였다. 첨
가되는 연료의 종류와 조성에 따른 상형성을 고찰하였으며 합성분말의 소결특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미세하고 활성이 좋으며 균일한 크기의 구형인 Li2TiO3 와
Cu-Al2O3 분말을 합성하는 분무연소합성공정을 개발하였다.
원자력분야에서 SiC 소재는 내마모성 향상이 요구되는 부분에 주로 고려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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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원자로 냉각계 펌프의 mechanical seal 이나 축수재료의 후보재로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며, SiC/C 복합소재는 제어봉 구동부의 seal 소재의 후보재일 뿐
만 아니라 핵융합로의 대면재, 중소형 동력로의 냉각계 펌프 베어링 end seal 소재,
고온 가스냉각로의 핵연료 피복재로 개발되고 있다. 이외에도 SiC/C 복합소재는
graphite의 표면개질을 요구하는 부분에 일반산업용으로 다양한 용도를 지니며, 특
히 반도체 제조용 치구산업에 많은 수요가 기대된다. 이러한 부분에 적용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 cm 이상의 크기를 갖는 대면적 SiC 화학증착 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이 기술을 열응력 완화를 위한 C/SiC 경사기능 재료의 개발에 적
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압입손상법을 이용한 증착층 특성평가 기술을 개발하였다.
고온구조재료로 단미 SiC 세라믹스는 낮은 파괴인성과 수명에 대한 신뢰성 부족
으로 적용에 제한을 받는다. 임의의 결함이 세라믹스의 급격한 파괴를 가져오나, 장
섬유로 강화한 세라믹스 복합체는 파과인성이 현저히 증가된다. SiCf/SiC 복합체는
대표적인 섬유강화 세라믹스 복합체의 하나이며, 열-기계적인 특성, 중성자에 대한
낮은 여기 활성, 우수한 내방사선성 등으로 고온가스냉각로, 핵융합로 소재로서 많
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SiCf/SiC 복합체를 제조하는 방법은 화학침착법, 고분자 침투 및 열분해법, 반응소
결법 등이 지난 10년이상 연구되어 왔다. 그 중 화학침착법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으로 알려져 있으나, 반응시간이 길고, 잔유 기공이 존재하는 단점을 안고 있다. 화
학침착 공정이 진행되면 기지채움에 따라 반응기체의 확산경로가 막혀 침착 효율은
떨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닫힌 기공이 남게 된다. 이러한 canning 현상을 줄여
SiCf/SiC 복합체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공정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전력 분야에 사용되는 초전도 전력기기는 대부분 코일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
으므로 장선재의 개발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송전선의 경우에도 장선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송전선이나 초전도 코일에 사용이 가능한 초전도 장선재
제조기술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였다. 초전도 분말 제조기술, 열처리 기술, 선재 가
공 기술, 초전도 특성 측정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안정적이고 재현성 있
는 초전도 장선재 제조를 위한 공정변수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 과제의 또 다른 목표는 고온초전도체를 전기 에너지 산업에 사용하기 위한 기
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긴 길이의 초전도 선재와 에너지 저장용 플라이 휠 시스템
개발이 전기에너지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연구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거나 혹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장치로 초전도
플라이 휠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기 에너지 장치는 코일이나 혹은
케이블 도체의 형태를 사용하므로 긴 길이의 선재 개발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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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SiC 및 Si3N4 구조소재의 내부식 특성 평가
· 원전가동 조건 및 가속조건에서의 내부식 특성 평가
· 소재특성에 따른 부식거동 규명 : RBSC, sintered SiC, CVD SiC, Si3N4
· 입계상 조성 및 결정성 변화에 따른 부식특성 평가
(소결조제에 따른 입계상 조성 영향, 입계상 제어에 따른 영향)
· 부식특성 향상을 위한 표면코팅 소결체의 부식특성 평가
· 치수변화, 미세구조, 기계적 특성 변화 측정 및 평가를 통한 부식거동 규명
- 원전 용 세라믹 재료의 내마모특성 평가
. 고온 고압 내마모 시험기 제작
. 고온 물속에서의 알루미나의 내마모 특성 평가
. 알루미나의 강도 특성 변화
. 고온 물 속에서의 Si3N4 재료의 마모 특성
. 고온 물 속에서의 부식 특성
- Seal 용 세라믹 재료의 강도에 대한 방사선 영향
. 감마선 조사된 원자로 냉각펌프 축 밀봉 재료의 기계적 특성
. 중성자 조사된 캡슐 세라믹 단열재의 물리적 특성 평가를 위한 준비 작업
- 초미립 분말합성 공정 개발
. 연소합성법에 의한 Li 함유 삼중수소 증식재 분말 합성
. 연소합성법에 Cu/Al2O3 ODS 분말 합성
. 분무연소합성공정 개발
. Ni계 합금 분말 합성
-저압화학증착법을 이용한 25cm급 대면적 SiC 증착 장치 및 기술 개발
· 직경 5cm급 parameter study 장치 및 25cm급의 대면적 pilot scale 장치 제작
· 증착조건 최적화 및 균질화 증착 공정 개발
-내산화성 향상을 위한 C/SiC 다층구조 증착기술 개발
-최적 증착을 위한 증착층 압입손상 특성 평가 기술 개발
-화학침착법을 이용한 고밀화 SiCf/SiC 복합체 제조기술 개발
. 압력구배를 이용한 CVI 장치 개발
. 고밀 복합체를 위한 whiskering 공정 개발
. SiCf/SiC 복합체의 기지상 채움 거동 평가
. 침착 SiC의 상 및 미세구조 관찰
. SiCf/SiC의 기계적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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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 분말 제조기술 최적화
-분말 입도, 초기 결정상 연구를 통한 최적 제조공정 연구
-Bi-2223 seed 분말 첨가에 따른 초전도상 형성 기구 연구
-PIT법에 의한 100 meter 급 장선재 제조
-에너지 저장용 플라이휠 장치의 제작 및 성능 평가
. 초전도 벌크의 특성 연구
. 에너지 저장용 플라이휠 장치의 제작
. 에너지 저장 플라이휠 성능 평가
- 장선 초전도 선재를 이용한 자석 개발 및 제작
. 초전도 솔레노이드 코일 제작
. 솔레노이드 코일의 자기장 특성 및 임계전류 측정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SiC계 세라믹스의 부식특성 평가를 위해 free Si이 21, 30, 37 vol% 포함된
reaction bonded SiC (RBSC)와 B 및 C을 소결조제로 첨가한 sintered SiC (SSiC),
99.999% 이상의 순도를 갖는 CVD SiC에 대해 부식시험을 행하였다. RBSC의 고온
수에서의 무게 감소는 주로 free Si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free Si을 많이 함유
하고 있는 RBSC에서 무게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다. B 및 C를 소결조제로 첨가하
여 상압소결한 SiC와 화학기상 증착법으로 제조한 순도 99.999% 이상의 CVD SiC
에 대한 부식실험에서는 free Si을 포함하는 RBSC에 비해 부식량이 현저히 감소하
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순도의 CVD SiC는 상압소결로 제조한 sintered SiC
에 비해 부식 속도가 작았다. Sintered SiC는 B 및 C를 소결조제로 첨가했기 때문
에 이 원소들이 입계에 편석되어 입계 부식에 취약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CVD SiC
의 경우에도 입계에서의 선택적인 부식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특징적인 것은
증착 공정에서의 결정 성장 방향을 따라 부식이 일어났다. Si3N4 소재의 부식시험에
는 8Y, 6Y2A, 4Y3A, 4Y1S 등을 소결조제로 첨가한 것과 MgO 및 CeO2를 소결조
제로 첨가한 시편을 사용하였다. MgO가 첨가된 시편이 가장 큰 부식속도를 보였으
며 4Y1S > 4Y3A > 6Y2A > 8Y의 순서로 부식에 의한 무게 감량을 보였다. Si3N4
에서도 입계상의 선택적인 부식경향을 보였고 입계상의 결정성이 낮을수록 부식이
더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Si3N4 소재를 원전 환
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계상의 부식을 억제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결조제를 변화시킴으로써 부식 저항성이 우수한 입계상을 형성시
키거나 입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 방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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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냉각펌프 (Reactor Coolant Pump) 의 축 밀봉(seal) 재료로 사용되고 있
는 알루미나에 대하여 운전 중 10 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전체 조사선량 10 Mrad
의 감마선을 조사한 후 굽힘 강도 및 인성 그리고 밀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99.7
wt% 알루미나의 경우 10 Mrad 감마선 조사 후 재료의 인성과 밀도 변화는 거의
o

확인 할 수 없었으며, 감마선 조사 후 100 C 의 물에서 48 시간 유지시킨 시편의
경우 굽힘 강도가 약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굽힘 강도의 감소는 감마
o

선 조사의 영향보다는 100 C 물에 의해 알루미나 입자를 결합시키고 있는 실리케
이트 (silicate) 의 부식 손실에 의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알루미나를 원전 분위기의 미끄럼 부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온 물 속에서의
마모 특성 자료가 필요하다. 물의 온도에 따른 마모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온에
o

서 200 C 사이 물 속에서 포화 수증기 압력을 갖는 조건으로 알루미나의 마모 특성
을 조사하였다. 마모 량은 물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가하였으며, 마찰 계수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온도가 상승할수록 입계에서 부식으로 인해 불순물이
용출되고, 돌출부가 쉽게 형성되어 여기에 큰 응력이 작용되어 마모 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저 순도 알루미나의 경우 고 순도 알루미나에 비해 마모 량이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결합재로 사용된 SiO2 로 인해 입자 사이의 결합력
이 약하고, 고온에서 SiO2 가 유실되어 내 마모성이 감소된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로 냉각펌프 (Reactor Coolant Pump) 의 축 밀봉(seal) 재료로 사용될 수 있
는 여러 세라믹 재료 중 인성 및 강도가 큰 질화규소의 내 마모 특성 평가를 고온
물 속에서 수행하였다. 질화규소를 원전 분위기의 미끄럼 부품에 사용하기 위해서
는 원전 분위기와 같은 고온 물 속에서의 마모 특성 자료가 필요하다. 물의 온도에
o

따른 질화규소의 마모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온에서부터 200 C 사이 물 속에서
포화 수증기 압력을 갖는 조건으로 마모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알루미나의 내 마모
특성과 비교하였다. 마모 량은 물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가하였으며, 마찰 계수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찰 면을 확인한 결과 온도가 상승할수록 입계에
서 첨가물이 부식 및 용출되어 입자들이 탈락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높은 마찰 계수가 측정된 것으로 예상되었다.
중성자 조사를 위한 캡슐의 단열재 (insulator) 로 사용되는 순도 99.9 wt% 이상
의 알루미나 (Al2O3) 는 캡슐의 위치에 따른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재
료는 캡슐 내의 시편들과 함께 확실한 조사 이력 및 열 이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알루미나의 중성자 조사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단열재는 원하는
정확한 시편 형태를 갖추지 못하므로 조사 후 시편 가공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
으나, 여러 종류의 조사 이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시편가
공이 쉬운 미세 경도와 표면의 조직 변화를 관찰 할 예정이며, 조사되지 않은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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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와 비교할 예정이다. 조사량은 캡슐 내의 단열재 위치 혹은 캡슐의 종류에
따라 1x10

19

2

n/cm ∼ 1x10

20

2

n/cm 정도의 조사된 단열재를 사용할 예정이다.

연소합성법을 이용하여 비표면적이 크고 순수한 결정상의 Li2TiO3 분말을 합성
하였다. Li 이온과 Ti 이온을 포함하는 이성분계인 Li2TiO3 분말합성에서 사용한 연
료는 우레아와 구연산의 혼합연료와 글라이신을 화학양론조성으로 사용하였다. 우
레아와 구연산은 Li과 Ti 이온과 착염을 형성하였다. 글라이신과 혼합연료의 조성
이 화학양론조성일 때 연소반응의 온도와 시간이 최적의 조건으로 형성되었다. 이
2

방법으로 합성된 분말은 비표면적이 15 m /g 이상인 매우 미세한 분말이 합성되었
다. Cu/Al2O3 ODS 분말도 연소합성공정으로 처음으로 합성하였다. 합성된 분말은
매우 미세하며, 환원처리후에도 Al2O3가 기지상인 Cu에 잘 분산되어 있는 조직을
나타내었다. 연소합성법으로 제조한 Al2O3-Cu 복합체의 전기 및 기계적성질은 상업
적으로 생산된 재료의 특성과 동일 수준이었다. 구형의 형상과 균일한 크기의 분말
을 합성하는 공정은 분무 열분해법이 주로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초음파 분무열분
해 공정을 이용하여 합성된 분말은 좁은 입자분포, 구형의 입자, 활성이 높은 분말
이 합성된다. 또한 초음파 분무열분해법은 균질한 수용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액적
의 크기를 1~100um로 조절이 가능하고 다성분계 분말합성에서 분말의 균질성을 높
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무연소합성법에서 여러공정 변수를 연수하여 균일한
크기의

Li2TiO3와 Cu-Al2O3 분말을 합성하였다. 주로 글라이신과 우레아를 연료로

사용하였다
원자력 관련 산업용 구조소재의 표면특성 향상을 위해 저압 화학기상 증착법에
의해 15∼25 cm 직경의 흑연 기판 위에 고순도의 치밀한 SiC 증착층을 제조하였
다. 미세구조와 두께가 균일한 증착층을 얻기 위하여 증착온도의 균일성, 반응가스
고갈효과, 가스 흐름 형태 등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이중에서 반응 용기내의 가스
흐름 형태가 증착층의 균일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가스 주
입구의 위치와 크기를 조정함으로써 25 cm 의 직경을 갖는 흑연 기판에 두께 편차
가 ±12% 이내인 SiC 증착막을 제조할 수 있었다. 또한 화학기상 증착법을 이용하
여 C/SiC 경사기능층 제조기술을 개발하였다. 제조된 C/SiC 경사기능층은 치밀한
미세구조를 갖고 있었으며 C 와 SiC가 매우 균일하게 분포하고 원하는 조성을 쉽
게 조절할 수 있었다. 압입손상법을 이용하여 증착된 SiC 및 C/SiC 층에 대한 특성
평가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용 조건에 따른 코팅층의 설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SiCf/SiC

복합체

제조를 위한 CVI장치를

설계,제작하였으며, F-CVI 또는

whiskering ICVI 공정을 이용하여 SiCf/SiC 복합체가 제조되었다. SiC 복합체 제조
시 침투 온도와 침투 압력을 변화시켜 기지 채움공정을 진행한 경우에 섬유와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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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공극은 채워지지만, bundle 과 bundle 사이의 큰 공극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Canning 현상을 억제하여 반응물의 계속된 확산 경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whisker
성장을 이용한 기지 채움 공정을 제안하였으며, 침투 온도와 입력 기체비를 변화시
켜 단층의 SiC fiber cloth에 whisker를 성장시켜 본 결과 최적의 조건은 반응 온도
1080∼1100℃ 에서 입력 기체비 α=15에서 길고 곧은 whisker를 얻을 수 있었다.
Whisker를 성장 시킨 후 기지 채움 공정을 수행한 경우 계속된 확산 경로를 제공
하여 줄 뿐 아니라, 새로운 SiC의 증착면을 제공하여 상대적으로 기지 채움 공정만
을 진행한 경우에 비하여 동일 시간에 더 많은 기지 채움이 이루어졌다.
고온초전도 초미립 분말 제조를 위해 high energy ball milling을 통해 입자크기
가 1-2 μm 이고 탄소함유량이 200 ppm 이하인 고순도 초미립 초전도 분말을 제
조할 수 있었다. 진공 하소법, seed 첨가법 등을 통해 반응성이 우수한 초기 분말을
제조할 수 있었으며 분무건조법을 통해 고상법을 이용한 것보다 우수한 특성을 갖
는 Bi 계 분말을 제조하였다. seed 첨가에 의한 2223의 상전이 연구를 통해 2212에
서 2223 상으로의 상전이 기구를 규명할 수 있었다. 또한 다심 장선재 제조 공정의
2

최적화를 통해 임계전류 밀도가 10 kA/cm 이상인 25m 및 100m 급 37 심 장선재
를 성공적으로 제조할 수 있었다. 100m 급 37심 선재의 평균 Ic 가 13.8A (∼15
2

kA/cm ) 이고 표준편차가 1.31A로서 우수한 재현성을 보였다
용융방법으로 제조된 YBCO 초전도 벌크를 사용하여 25K-85K 사이의 온도에서
자기부상력을 측정하였다. 냉동기를 사용하여 시편을 냉각시켰으며, 레버 형태의 센
서를 이용하여 자석과 초전도사이의 거리 및 작용하는 힘을 측정하였다. 벌크 초전
도체의 냉각온도가 낮아질수록 반발력은 증가하였으며, 자기이력 손실은 감소하였
다. 자기이력 손실 및 반발력의 변화는 액체질소의 비등온도 이상의 근처에서 급격
히 변화하였다. 온도에 따른 힘 및 자기이력 손실의 변화는 기존에 발표된 재료의
자기 이력 곡선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초전도체의 에너지 산업 응용을 확인하기 위해 고온초전도체를 베어링으로 사용
하는 에너지 저장용 플라이휠을 제작하고 특성을 시험하였다. 조립된 휠의 관성모
-1

멘트는 약 1.072x10

2

Kg-m 이었으며, 20,000 rpm 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되었다. YBCO 벌크는 seed 성장법으로 제조되었다. Halbach 형태의 모터를 사용하
여 휠을 모터 자석과 접촉시키지 않고 회전시켰다. 운전시험 결과 10,000 rpm 까지
매우 안정하게 휠이 회전하였으며, 9300 rpm에서 7000 rpm 까지 감속하는 경우 에
너지 손실은 약 45 W 로 측정되었다.
본 과제에서 파우더 인 튜브 방법으로 제조된 Bi-2223/Ag 다심 초전도 선재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솔레노이드 코일을 제작하여 시험하였다. 9 개의 double
pancake 코일로 조립된 공심 코일의 높이는 74 mm 이며, 외경은 40 mm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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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레노이드 코일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0.12 T 이었으며, 임계전류는 77.3 K에서 약
9A 로 측정되었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다양한 로형 개발을 위한 대체소재의 평가 및 적용기준의 확립으로 원자로 설
계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요소기술 제공
. 세라믹 복합소재 제조공정 개발로 원전용 소재의 성능향상 및 열적 및 기계적
기능이 뛰어난 구조용 세라믹스 소재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기초기술 확보
. 세라믹스의 조사 시험 체계마련으로 국내에서의 원전용 세라믹스 재료 개발의
기반을 구축하며 관련 data base의 확보로 경중수로 이외의 신형원자로 개발
에 필요한 세라믹스 재료의 성능자료를 제공
. 국내에서 개발된 경험이 없는 SiC 섬유 강화 복합체 제조 기술 개발을 통하여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종속을 탈피하고, 낙후된 국내의 대형 세라믹스 구조 산
업에 요소기술 제공
. 항공우주산업이나 방위산업에서 요구하는 고기능성 구조 소재 개발을 위한 주
요기술을 확보하므로 부품소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
. 코팅이나 섬유강화에 의한 소재성능 향상은 기존 소재의 경제성을 3~5배만큼
향상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을 구축함
. 국내에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세라믹스의 조사시험은 연구로인 하나로 이용 활
성화와 조사손상에 대한 학문적인 활성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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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t Title

Functional Material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dvanced ceramics have been considered for high-temperature structural
materials because of their high-temperature strength and resistance to oxidation
and corrosion. Recently, they are also considered for various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Although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reported on
high-temperature oxidation and corrosion in air or combustion environments,
there

have

been

few

reports

concerning

the

corrosion

behavior

in

high-temperature and high-pressure water. The corrosion behavior of advanced
ceramics such as SiC or Si3N4 in high-temperature water must be elucidated
before they can be considered for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is
study, the corrosion behaviors of SiC and Si3N4 ceramics containing various
impurities and/or sintering aids were investigated in 300∼360℃ water with
saturated pressures of 9.0∼15.0 MPa.
The application of ceramics on nuclear industry is expected by improvement
of physical properties of structural ceramics. Recently, the most applicable
property of ceramics is considered as the wear resistance, because of their
mechanically brittle properties. In

this

project, the wear resistances

and

strengths of some ceramics were tested in elevated temperature water. The
alumina is used as the seal material of the reactor coolant pump in the nuclear
power plant. We can extend the inspection period or the life cycle by choosing
the proper seal material or the proper operation condition, which can be
determined by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of the wear resistance, change of
strength after gamma irradiation, and corrosion effect of ceramics in the
operation condition. The preliminary test and the procedure of neutron irradiation
test for ceramics was performed.
Development of high-performance functional materials requires for hi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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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and ultra-fine powder synthesis technology. The choice of a suitable
breeding materials for D-T fueled fusion reactors is very important in view of the
effective

powder

conversion

and

tritium

release

behaviors

with

the

safely

considerations. Lithium titanates is of great interest because of their high lithium
density and fast tritium release behaviour. And copper strengthened by oxide
particles, ODS, offers excellent strength and conductivity. In this study, the
combustion process was applied to synthesize the Li2TiO3 and Cu-Al2O3. The
effects of the type and the composition of fuels on the phase formation were
investigated and the sinterability of the synthesized powders was characterized.
Additionally, ultrasonic mist combustion process was developed to prepare fine,
active

and

spherical

Li2TiO3

and

Cu-Al2O3

powders

with

uniform

size

distribution.
SiC and SiC/C composite materials can be applied to a number of parts in
nuclear industry such as mechanical seal of reactor coolant pump, bearings,
guide roller for control rod drive mechanism (CRDM), first wall of fusion
reactor, and structural materials of gas-cooled reactor. SiC ceramics can be also
applied to various components of semiconductor processing equipment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large-area (>25 cm) chemical vapor deposition
technology for highly pure and dense SiC. Additionally the CVD technology was
also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C/SiC functionally graded materials to
improve the erosion/oxidation resistance of C/C composites. The properties of
the deposited layers were characterized using a indentation damage method.
The use of monolithic SiC ceramics in high-temperature structural applications
has been severely limited by their low fracture toughness and lack of predictable
service life. Any flaw in the ceramic can lead to catastrophic failure. However,
by using long fibers to reinforce the ceramic matrix, fracture toughness has
been significantly improved. SiCf/SiC is one of the typical continuous fiber
reinforced ceramic composites. In addition to the thermo-mechanical advantages
of SiCf/SiC composites, the low induced activation by neutron and good
irradiation resistance have also made them quite attractive for fusion reactor
applications.
Several fabrication processes for SiCf/SiC composites, such as chemical vapor
infiltration (CVI) process, polymer impregnation and pyrolysis (PIP),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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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tering(RS) process, etc., have been under investigation for more than 10
years.

The

CVI

process

is

an

effective

method

for

fabricating

SiC

fiber-reinforced SiC matrix composites but this process is slow with an inherent
drawback of substantial residual porosity. As the infiltration process proceeds,
the growing matrix obstructs the infiltration of vapor reagents, decreasing the
infiltration efficiency. Because of this canning phenomenon, large closed pores
are left into the interior of the fiber preform. Therefore, development of
densification process for a high dense SiCf/SiC composite or reduction of
processing time is required.
The most of the superconducting electric power devices which can be used
in large electric power system require the shape of magnet or coil.

Therefore

in order to meet this requirements, the development of long wire conductor is
absolutely necessary and it is also true in case of electric power transmission
cable. Therefore, the final target of

this project has been set as the

development technologies for long high Tc wire conductor.

To accomplish this

target successfully, various serial processing technologies, such as, starting from
powder preparation, wire mechanical fabrication process, heat treatment and to
analytical study for mechanical deformation during wire fabrication, were done
systematically, for making long hish quality superconducting wire with good
process stability and reproducibility.
The another goal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the application technology of
high Tc superconductors for electric power system. The development of long
length of superconducting wire and the fly wheel system for energy storage are
expected as most essential technique for the application of electric power
system. The fly wheel system is anticipated as

a very promising technology

for saving and stabilizing the electric energy in near future. The most of the
electric power system require the shape of magnet or cable conductor, the
development of long length of superconducting wire is absolutely necessary.

III. Scope and Content of the Project

-Corrosion behaviors of SiC and Si3N4 structural ceramics
· Corrosion behaviors at normal operation and accelerated conditions of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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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plants
· Corrosion behaviors of various structural ceramics: RBSC, sintered SiC, CVD
SiC, Si3N4
· Effect of the chemistry and crystallization of grain-boundary phases on the
corrosion behavior
· Corrosion behavior of CVD SiC-coated ceramics
· Examination of corrosion kinetics and mechanism of SiC and Si3N4 ceramics in
high-temperature water
- Wear resistance of structural ceramics for nuclear application
. Fabrication of wear testing device operated in high temperature
. Wear resistance of alumina in elevated temperature water
. Variation of strength of alumina
. Wear resistance of Si3N4 in elevated temperature water
. Corrosion of ceramics in elevated temperature water
- Effect of irradiation on the seal material
. Mechanical properties of alumina seal of RCP irradiated with gamma ray
. Physical properties of the Ceramic Insulator used in Neutron Irradiated
Capsule
- Manufacturing Technology of Ultra-Fine Powders Synthesis
. Synthesis of Li-containing tritium breeding materials by Combustion
Process
. Synthesis of fine ODS powders such as Cu/Al2O3 by Combustion
Process
. Development of Ultrasonic Mist Combustion Process
. Synthesis of spherical powders by ultrasonic mist combustion process
. Synthesis of Ni alloy powder, etc.
-Development of large-area SiC CVD technology
-Development of C/SiC functionally grade materials for the erosion/oxidation
resistance of C-based materials
-Characterization technology of the deposited layers
- Development of fabrication technology for high dense SiCf/SiC composite by chemical
vapor infiltration
. Development of CVI equipment using pressure gradi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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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the whiskering process to obtain a dense composite
. Evaluation of matrix filling behavior of SiCf/SiC by CVI
. Analysis of phases and microstructures of infiltrated SiC
. Measurement of mechanical properties of SiCf/SiC

-Optimization of fabrication technology of BSCCO powder
-Study on the effect of the particle size and phase assemblage of precursor
powder
-Study on the mechanism of 2223 phase formation by seeding of Bi-2223
paticles
-Fabrication of 100 m long 37 filaments Ag/BSCCO tapes
- Fabrication and assesment of the flywheel system for energy storage
. Magnetic force of YBCO bulk
. Fabrication of flywheel system for energy storage
. Assesment and operation of flywheel system for energy storage
- Development of long length of wire and coils
. Winding of superconducting solenoid coil
. The magnetic properties of solenoid and the critical current of conductors

IV. Result and Proposals for Applications
Corrosion behaviors of various kinds of SiC ceramics such as RBSCs
containing 21, 30, 37 vol% free Si, sintered SiC and CVD SiC were investigated
in 300∼360℃ water. The corrosion of RBSC occurred preferentially at free Si
pockets and the RBSC with a higher free Si content showed a larger corrosive
weight loss. The sintered and CVD SiC resulted in a much lower weight loss
than RBSCs and the CVD SiC had a higher corrosion resistance than the
sintered SiC. Grain-boundaries of the sintered SiC segregated with B/C sintering
aids were attacked preferentially by high-temperature water. Si3N4 ceramics with
various kinds of sintering aids such as MgO/CeO2, 8Y, 6Y2A, 4Y3A, and 4Y1S
were also examined for the characterization of the corrosion resistance. The
corrosion resistance of Si3N4 strongly depended on the sintering aids used in the
order of 8Y > 6Y2A > 4Y3A > 4Y1S > MgO/CeO2.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control or minimization of grain-boundary phases should be
critical

to

improve

the

corrosio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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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i3N4

ceramics

in

high-temperature water.
The variations of flexural strength, toughness and density of alumina used as
reactor

coolant

pump

mechanical

seal

were

measured

after

gamma

ray

irradiation of 10 Mrad which was the equivalent of 10 year irradiation of reactor
coolant pump in operation. After irradiation of gamma ray the changes of
toughness, and density were negligible in case of 99.7 wt%

alumina. After

o

irradiation and stay in 100 C water for 48 hour, the flexural strength of the
alumina reduced a little. This change of flexural strength was expected to be
resulted from the dissolution of silicate located between alumina granules by 100
o

C water.
The wear behavior of alumina in elevated temperature water was investigated

to expect its

applicability to the nuclear environment.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wear behavior of alumina sliding on the same material in water were
investigated

in

the

range

from

room

temperature

to

o

200 C

under

the

corresponding saturated vapor pressure. Both the specific wear rate and the
friction

coefficient

increased

at

elevated

temperature.

The

dissolution

of

inter-granular impurities happened at elevated temperature, and this may be the
reason of high local stress on the asperity on the wear surface. The specific
wear rate of low grade alumina was greater than that of the high grade
alumina since the bonding force between grains was weak and SiO2 located
between grains was dissolved at the elevated temperature.
Silicon nitride which can be expected to replace the conventional material for
sealing the shaft of Reactor Coolant Pump is tested in elevated temperature
water to investigate its wear resistance. To utilize the silicon nitride at the
sliding part in nuclear environment, wear behavior in the elevated temperature
water should be checked.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wear behavior of
silicon nitride sliding on the same material in water were investigated in the
o

range from room temperature to 200 C under the corresponding saturated vapor
pressure. Both the specific wear rate and the friction coefficient increased at
elevated temperature. The grains peel out from the wear surface at high
temperature by the dissolution of inter-granular impurities, and this may be the
reason of high local stress on the asperity, which causes the high friction
coefficient.

- xiv -

Alumina over 99.9 wt% purity has been used as a insulator to control the
temperature at the location of each specimen in the capsule for neutron
irradiation. We can investigate the irradiation properties of alumina by testing
this insulator, because the irradiation and thermal history of the insulator is
apparent during irradiation test. In spite of its irregular shape, the insulator has
advantage of diverse irradiation properties corresponding to its location in the
capsule. The micro-hardness of the insulator before irradiation was obtained, and
this value will be compared with that of irradiated insulator of 1x10
1x10

20

19

2

n/cm ∼

2

n/cm fluence.

The combustion process was applied to synthesized the Li2TiO3 Powders
with high specific surface area and pure crystalline. Fer the combustion
synthesis of Li2TiO3, which is a binary-component oxide including Lithium and
Titinium

ions,

the

mixture

of

urea

and

citric

acid

and

glycine

with

stoichiometric composition was selected as an adequate fuels. In this fuel
system, citric acid and urea may complex with lithium and Ti ions, respectively.
The optinum combustion conditions such as reaction temperature and time were
obtained at the reaction using the glycine and mixed fuel with a stoichiometric
compositions. The as-synthesized powders were very fine and its specific
2

surface area was more than 15 m /g.
Cu/Al2O3 ODS powders were synthesized by combustion Process for the first
time. The synthesized powders were very fine. Well mixed ODS powder was
obtained by combsution process. Ultrafine Al2O3 particles well dispersed in the
Cu matrix after reducing treatment. The electr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l2O3-Cu made by combustion and reduction process was compared with its
commercial process.
To obtain the spherical and uniform sized particle, the spray(mist) pyrolysis
process

was

used.

Generally,

ultrasonic

(or

spray

or

ultrasonic-induced)

pyrolysis provides a route to prepare fine, active and spherical particles with
narrow size distribution. The homogeneity for a multi-component body can be
achieved using the ultrasonic pyrolysis since a homogeneous solution is used as
the starting material and the generated droplets have sizes ranging from 1~100
um in diameter. In this stud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variable factors of the
mist combustion process, the microstructure and reactivity of particles, Li2Ti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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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u-Al2O3 powders were prepared by the ultrasonic mist combustion process.
Glycine and urea were used as an organic fuel in the ultrasonic mist combustion
process.
SiC layer was deposited on graphite substrates with a diameter of 15∼25 cm
using a 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LPCVD) method. Effects of the
uniformity of deposition temperature, depletion of reactant gas, and gas flow
pattern on the microstructure and thickness uniformity of the SiC layer had
been considered. Control of gas flow pattern was shown to be of vital
importance to obtain a uniform SiC layer in large area deposition. SiC deposited
layer with a thickness variation of ±12% within a diameter of 25 cm could be
obtained by controlling the position and size of reactant gas inlet. The C/SiC
functionally graded materials were developed using the CVD technique in order
to improve the erosion/oxidation resistance of C-based materials. The developed
C/SiC FGM had a dense microstructure and an uniform distribution of C and
SiC phases. The compositions of the C/SiC layer could be varied to a wide
range and controlled easily. A proper design of CVD layers could become
possible by applying the indentation technique.
The equipment for SiCf/SiC composite was manufactured and SiCf/SiC composites were
successfully fabricated by F-CVI or whiskering process. After finishing the matrix
filling process at various infiltration temperatures and pressures, large voids between
bundle and bundle were remained in spite of finishing a void filling between fiber and
fiber. To inhibit the canning phenomena and make a diffusion path for reactants, a new
matrix filling process, whiskering process was proposed. These whiskers are expected

to modify the pore structure of SiCf/SiC composite and act as new SiC
deposition sites for further matrix filling. Therefore, dense SiCf/SiC composite
can be easily fabricated by the whiskering process. And the cyclic whiskering
process seems to be an alternative method for enhancing the density of the
SiCf/SiC composite. Optimum conditions of SiC whisker growing were at 15 of the
o

ratio of gas ratio, α, and in the range of 1080 to 1100 C of reaction temperautre.

The size of the BSCCO precursor powders were diminished by high-energy
ball milling process. The average size of the milled powder was 1∼2 μm and
the powder contained carbon impurity less than 200 ppm. Highly reactive
precursor powders could be obtained by a vacuum calcination method, spray
drying and seeding method as well as the balling milling proces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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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 of 2223 phase formation was clarified as a 2-D nucleation and
growth process by the seeding experiment. In addition, 25 and 100 m long 37
multifilamentary tapes were fabricated. The average Ic of the 100 m long 37
2

filaments tapes was 13.8 A (∼15 kA/cm ) and highly reproducible.
A YBCO bulk superconductor was prepared by means of melt-textured
processing to measure the levitation behavior in the temerature range of 25 K 85 K. A cryocooler was used to cool down the sample, and a lever type sensor
was

used

to

measure

the

levitation

force

with

distance

between

the

superconductor and the permanent magnet. The magnitude of repulsive force
was

increased,

temperature.

and

The

the

relative

repulsive

force

hysteresis
and

loss

was

reduced

hysteresis

loss

above

at

the

lower
boiling

temperature of liquid nitrogen were changed rapidly. The change of levitation
properties in low temperature were explained by using the magnetization
hysteresis curves obtained from some references.
A

prototype

of

Flywheel

Energy

Storage

System

with

high

Tc

superconducting bearings was fabricated and tested to verify its applicability for
the energy industry. The moment of inertia of assembled wheel with rotor
magnets is about 1.072x10

-1

2

Kg-m . The wheel was designed to withstand its

integrity up to the rotation speed of 20,000 rpm. YBCO bulk superconductors
prepared by seed growth method were used as bearing to levitate and stabilize
the rotating wheel. High speed rotation of the flywheel without mechanical
contact was achieved by using specially designed Halbach

type motor. The

flywheel system showed very high stability during test operation performed up
to the speed of about 10,000 rpm. The energy loss measured by free decay test
performed between 9,300 rpm and 7,000 rpm was calculated as about 45 W.
A prototype of solenoidal superconducting magnet using Bi-2223/Ag multifilamentary tapes was fabricated and tested to investigate its performance. The
Bi-2223/Ag tapes were prepared by powder-in-tube method. The dimensions of
magnet, which was stacked with 9 double pancakes, were 90 mm in height, 74
mm in outer diameter and 40 mm in clear core. The axial maximum magnet
field at the center of the solenoidal magnet was about 0.12 T, and the critical
current of coil conductor was about 9 A at 77.3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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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21세기를 맞아 산업구조가 고도화 됨에 따라 에너지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며
그 중에서도 전기에너지의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새로운 에너
지 기술에 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존 가동 중 원전의
성능향상 노력과 더불어 액체금속로, 고온가스냉각로, 핵융합로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원자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로형을 개발하
기 위해서는 기존재료의 특성을 능가하는 우수한 새로운 재료가 필요하며, 이에 따
른 고 기능성 재료 개발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고 기능성 세라믹 재료는 금속에 비하여 우수한 내마모성, 내부식성, 고온특성,
고속중성자에 대한 내방사선성, 내화학성/부식성 및 액체 나트륨에 대한 우수한 양
립성으로 인하여 경중수로용 내마모 및 내부식 소재, 절연/단열소재, 액체 금속로의
내열/단열재, 제어재, 내마모재 및 각종 전자재료, 고온가스 냉각로의 피복재, 단열
재, 로심재 및 핵융합로의 제1벽소재, 블랭킷트 소재, 차폐재 등에 응용되고 있으며,
일본, 유럽 등의 원자력 선진국에서 1970 ~ 80 년대에 세라믹스 소재에 대한 연구
를 바탕으로 이들 재료의 활용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초전도 재료는 선재
의 형태로 가공하면 송전선이나 변압기, 발전기 그리고 전력 저장장치 등에 사용되
어

전력계통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재료로서 실제 응용기기의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초전도재료는 우수한 전기적 특성으로 인하여 전력 효
율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개념의 전력기기 및 핵융합로의 개
발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술이다. 따라서 세라믹스에 기반을 둔 기능성 재료의 개발
은 우리나라의 미래의 에너지 자립에 필요한 기술기반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하
다.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는 21세기의 전력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형 발전
로(차세대 경수로, 액체금속로, 핵융합로 등)의 개발에 필요한 신 기능재료의 개발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미국에서는 DOE 산하 ORNL을 중심으로 ANL,
NASA 등 국가연구소와 Corning 사등 사기업이 공동으로 CFCC program을 조직하
여 고온 구조용 복합체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결과를
내고 있으며, ORNL이나 PNL에서는 핵융합로 구조용 소재를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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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최근에 시작된 NERI program에서는 경수로용 핵연료 피복재나 고온 단
열재로의 적용도 고려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일본에서는 경중수로 대체소재로
ANERI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체부품 연구가 추진되어 왔으며, 차세대형 원자로 소
재로 HTTR의 고온 구조재, 핵연료 피복재 등에 대한 세라믹스 소재의 적용을 고
려하여 일본 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실용화 연구를 추진 중이며, 핵융합로용 구
조소재로는 쿄도대학을 중심으로 한 CREST-ACE program을 통하여 개발 중에 있
고, 이 program에는 일본원자력연구소, 일본금속재료연구소, 오사카 대학, 홋카이도
대학, 도시바, 우베 등 산학연이 잘 조직되어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
은 상호 joint program을 개발하여 소재의 개발 뿐만 아니라 조사성능 시험 및 평
가를 위한 상호 시설 공동이용과 특성평가 자료 정보 교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
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의 유럽 각국도 미국이나 일본과 조사성능 평가 및 소재제
조공정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그룹이

유지되고

있다.

이외에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sion Reactor Materials 에 관한 국제 학술대회 2년마다 개최되고,
미국 DOE에서 6개월마다 핵융합로 소재 결과를 DOE/RR-0313/.... series로 출간하
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경중수로 분위기에서 세라믹스의 내마모 및 부식 특성과 관
련된 연구는 전무하며, 특히 세라믹스 소재의 부식관련 연구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
하고, 세라믹스 코팅 기술은 대학교나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일부 보고된 결과들
은 있으나 화학증착법을 통한 대면적 코팅 기술은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세라믹
스 복합체 제조 기술은 장섬유 강화 복합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whisker나 입자분산
강화에 의한 복합체 제조공정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C/C 복합체의 경우 한국항공
의 브레이크 디스크 생산 외에는 경험과 기술이 부족하다. Nano 크기의 초미세 세
라믹스 분말 제조는 습식화학 방법을 이용하여 많은 연구가 국내에서도 진행 중이
나 자발착화연소법을 이용한 nano 크기 산화물 분말 제조 기술은 원자력연구소에서
중장기 연구 중 일부로 지난 3년간의 수행하여 특허출원 및 국내외 학술지와 학술
대회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여 실용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 세라믹스 소재의 노
내 조사 거동 평가는 원자력 소재 응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기술이나 아직 이
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 전무한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 4년 8개월간의 연구결과를 모두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2
장에는 일본 ANERI에 경수로 성능향상을 위한 세라믹스 소재 연구개발 현황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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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세라믹스의 원자력 분야 응용에 대한 기술현황을 정리하였고, 3장에 연구결
과를 기술하였다. 연구결과는 제 1절에 원전용 세라믹스 구조소재 특성평가와 관련
된 결과를 서술하였고, 세라믹스 원전 운전환경에서 내부식 및 내마모 특성 및 평
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아울러 조사특성 평가를 위해 확보된 기반 절차 및 기술
을 정리하였다. 제 2절에서는 원전용 내방사선성 구조소재 제조 및 특성향상과 관
련된 결과를 서술하였다. 원전용 소재로 적용을 위한 대면적 표면코팅 기술, 내방사
선이 우수한 SiC계 복합체 제조기술, SiC fiber 성능향상 기술 및 특성평가 결과와
자발착화연소 및 분무법을 이용하여 합성한 nano 크기 분말의 합성 공정 및 합성된
분말의 특성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제 3 절에서는

고온초전도체 선재

및

자석 제작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감압 산소 분위기 하에서 하소한 Bi(Pb)-2223 초기
분말의 특성, 종자 입자가 첨가된 Ag/Bi-2223 선재의 특성, 분무 건조법에 의한 초
전도 분말 및 다심 장선재 제조공정 개발에 대한 연구결과를 서술하였으며, 고온
초전도 자석 개발 및 제작과 에너지 저장용 초전도 플라이 휠 개발 및 제작에 대한
내용도 나타내었다. 아울러 부록에는 위탁과제로 수행된 CVD SiC/C 복합소재 제조
공정 연구와 CVI SiC 복합체 고밀도화 연구에 요약을 정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KAERI/CM-512/2001과 KAERI/CM-350/99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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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개요
21세기에 접어들며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에너지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되
리라 예상되며, 특히 전기에너지의 사용량은 더욱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
라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효율 및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연구와 새로운 에너지 기
술에 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으며, 액체금속로, 고온가스냉각로 및 핵융합
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력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전력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재료의 특성을 능가하는 우수한 새로운
재료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세라믹 재료는 금속에 비하여 우수한 고온특성, 고속중성자에 대한 내 방사성,
내화학성/부식성 및 액체 나트륨에 대한 우수한 양립성으로 인하여 액체 금속로의
내열/단열재, 제어재, 내마모재 및 각종 전자재료 등에 응용되고 있으며, 일본, 유럽
등의 액체금속로 선진국에서 1970 ~ 80 년대에 세라믹스 소재에 대한 연구를 바탕
으로 이들 재료의 활용과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초전도 재료는
선재의 형태로 가공하면 송전선이나 변압기, 발전기 그리고 전력 저장장치 등에 사
용되어 전력계통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재료로서 실제 응용기기의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더욱이 1980년대 후반에 개발된 고온초전도 산화
물 재료는 액체질소의 비등점인 77K 이상에서 초전도현상을 나타내어 초전도 현상
의 응용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켜 이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 재
료의 우수한 전기적 특성으로 인하여 전력 효율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
며 새로운 개념의 전력기기 및 핵융합로의 개발 그리고 초전도 자석 및 자기부상열
차 등의 개발에도 요소기술로 적용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세라믹스에 기반을 둔 기능성 재료의 개발은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
지 자립에 필요한 기술기반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세라믹스 소재와
관련된 원천기술의 확보는 일반 산업체에서도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되며, 21세기의 고도산업사회로의 진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제 2 장에서는 일본의 ‘기술연구조합 원자력용 차세대 기기 개발연구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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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RI)’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원자력 기반기술 종합적 연구의 연구 성과 중 세
라믹스 소재를 중심으로 일본의 연구 동향 및 성과를 기술하였다 [1~3]. ANERI의
설립과 진행경과 및 소재 전반 대한 연구성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 진행 방향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원자력 기반기술 종합적 연구의 개요 및 세라믹스 소재와 관련
된 연구성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2000년에 발간된 번역
보고서 (KAERI/TS-133/2000)를 참조하면 된다. 또한 Bi-계 초전도체의 제조 및 연
구 현황을 기술하였다[4].

제 2 절 ANERI의 원전용 신소재 개발
1. ANERI 설립의 경위, 구성 및 운영
1984년 8월 종합에너지 조사회 원자력부회의 경수로기술 고도화 소위원회의 중
간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기기, 부품의 장수명화, 신
뢰성 향상, 개량개발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자원에너지청에 의해
1985년에

신소재적용 기술 검토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신소재의 적용에 의해 원자

력 발전소의 기기, 부품의 장수명화,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 과제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 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1985년 10월에 소재회사, 발전회
사, 중립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술연구조합 원자력용 차세대 기기 개발 연구소
(ANERI)] 가 설립되었다. 그 이후 ANERI 에서는 통상산업성의 위탁을 받아 당초
49건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개시하였고, 이후 10년간 연구를 진행하
여 1996년말 현재에 착수한 과제 수는 총 93건에 이르고 있으며 1996년까지 74건의
연구를 종료하였다. 연구기간은 당초의 계획에 따르면 1993년까지 9년간으로 하였
지만 1992년에 제 2 차 위원회를 조직하여 검토한 결과 개발품의 실용화를 위해서
는 연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1996년까지 3년간을 연장하
게 되었다. 1995년에 전력회사가 참가한 가운데 제 3 차 위원회가 조직되어 그 검
토결과를 기초로 1999년까지 연구기간을 연장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ANERI는 (재)금속재료연구개발센터, (재)화인세라믹센터 및 (재)고분자소재 센
터의 3개 소재센터를 시작으로, (재)산업창조연구소 및 (재)중앙전력연구소의 2개
중립기관, 거기에 3개의 플랜트 제조사와 23개의 소재 제조사, 합하여 31개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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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금속계, 세라믹스계 및 고분자계의 각 소재 센터가 중심
이 되어 운영되는 전문부회와, 플랜트 제조사가 중심으로 되어 운영되는 동적·정적
기기·부품부회, 그 외에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진행하는 방향 등을 검토하는
조사부회 및 전력중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부회의 도합 7개 부회로 구성되
며, 이들 부회의 의사를 종합 조정하는 간사회를 두고, 그 위에는 연구개발기술에
관한 결정기관으로 기술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금속계, 세라믹스계 및 고분자계 각 소재 센터에 각각 독자 위원회(경수로
용 재료위원회, 화인 세라믹스센터 조사위원회 및 원자력용 신소재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소재 제조사와 의견 및 정보 교환, 공통과제를 검토하는 한편, 시험
방법, 평가방법 등의 표준화를 진행한다. 한편, 전력 사용자의 요구를 소재 제조사
의 연구개발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전력중앙연구소에 전력회사가 참
가하는 “차세대기기 수요 검토위원회”가 설치되어 ANERI의 연구개발 실시상황의
보고와 함께 전력사용자와 플랜트 제조사와 활발한 의견교환을 연구개발에 반영시
킨다.

2. 원자력용 차세대 기기개발 의의와 문제점

가. Plant 측면에서 본 의의
CO2 방출에 의한 지구 온난화, 산성비 등과 같은 환경문제는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의 에너지 공급원으로써의 역할을 점점 더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TMI 및 체르노빌 사고가 일반 대중의 이해에 주는 영향은 극히 심각하여, 원자력
에 대한 일반의 신뢰회복을 꾀하는 것이 초미의 과제이다. 체르노빌 및 TMI에서
사고가 기계 고장과 인간 과오가 겹쳐서 일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각 기기의 신뢰성
을 높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안전성을 보다 향상시키게 된다. 또한 사고에 이르지
않더라도 기기부품의 고장에 의한 발전소의 계획 외 정지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넓게는 원자력발전 전체에 대한 불신감을 주어 일반의 신뢰에 큰 저해
요인이 된다. 따라서 신소재 도입에 의한 부품기기의 신뢰성 향상을 시도하는 것은
체르노빌 이후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기 적절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새로운 재료 사용에 대해 사용자는 보다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되어 보다 가
혹한 조건에서 충분한 실증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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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부품 일부는 정기 검사시에 교환된다. 이것은 고장에 의해 교환되
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교환되는 것이다. 신소재에 의해 부품의 장수명화
를 달성하면 교환 빈도의 저감에 의해 정기검사의 기간 단축과 합리화를 달성할 수
있다. 정기검사는 본래 예방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검사 그 자체가 인간의 실
수를 일으켜 고장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정기검사의 합리화는 간단히 경제성 향
상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Maintenance free는 궁극적인 이상이지
만 maintenanceless의 방향으로 나가는 의미도 큰 것이다.

나. 재료측면에서 본 의의
원자력환경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요구 조건이 극히 엄격하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에 있어 안전확보와 신뢰성 유지 및 향상이 중요한 명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엄격
한 사용 조건에서 재료가 건전하다는 것을 시험에 의해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료 및 기기가 실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시험편 및 부품 크기로 시험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는 실제 기기의 모의 환
경에 있는 부품수준의 확증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만일 새로운 재료가 이들 테스트
를 통과할 수 없다면 원자력분야에서 이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요구 조건이 원자력만큼 엄격하지 않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
다. 이런 경우 개발된 공정 및 시험 데이터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원
자력에 있어 엄격한 요구가 견인차가 되어 결과적으로 타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되
는 새로운 재료 개발로 연결되는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원전용 소재개발의 의
의 중 하나이다.

다. 차세대기기 개발의 문제점.
원자력 발전기술은 검증기술이라고 말하며 확증된 요소기술을 종합화한 것이다.
따라서 사용되는 재료 및 기기는 타 분야에서 충분한 사용 경험을 지닌 것에 한하
며, 실용 실적이 부족한 신소재는 쉽게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는 원자력발전이 고
도로 안전성을 요구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생기는 특수한 사정이다. 더욱이 최근과
같이 사고 및 고장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엄격해짐에 따라 신기술 도입에 대한
보수성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재료와 기기부품이 기계적 혹은 전기적 제물성 등을 만족시키는 것의 여부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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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간단하게 시험할 수 있지만, 내구성에 관한 부분은 그렇지 않다. 새로운 재료
나 기기가 장기간에 걸쳐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험에 의해 확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장기간에 걸친 건전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
가능하기 때문에 가속시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가속시험의 신뢰성과 정량성
은 극히 어려운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장기간의 건전성과 관계된 특성으로는 내마
모성과 내부식성이 있다. 마모에는 각종 형태가 있어 각각에 적절한 시험을 행하여
수명 평가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고온수중에서의 마모시험과 같이 시험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원자력 환경에서 사용되는 재료에 추가되어야 할 또 하나 특수성으로는 방사선
손상 문제가 있다. 방사선에 대한 내구성, 열화 특성에 대해서는 원자력 이외 분야
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으로 축적된 데이터가 거의 없다. 감마선과 전자선에 대
한 시험은 가능하지만 중성자 조사효과에 대한 실험은 극히 곤란하다. 필요한 경우
시험 최종 단계에서 연구로나 실제 발전소에서의 조사시험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대체재료가 비교적 사용경험이 적은 신재료인 경우 -- 예를 들면 종래 사용되고 있
는 금속재료를 세라믹스나 세라믹스 코팅으로 대체하는 경우 --는 세라믹스 재료가
개량 특성면에서 현용 금속재료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평가할 수는 있어도 문제가
되는 사용 환경에서 세라믹스 재료의 내구성이나 열화 특성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열화 기구 그 자체가 불명확한 점이 많고, 시험방법도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
문이다. 아울러 신재료가 물성면에서 현용재를 상회한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용 발전소에 채용하는 것은 아직 가격 경쟁력의 문제가 남아 있다. 요
구되는 비용에 걸맞는 장점이 크지 않다면 그 점에서 현용재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신재료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에서 기술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요건은 새로운 재료·기기부품에 대한
시험방법의 확립에 있다. 한가지 새로운 재료·부품에 대해 표준화된 시험방법을 확
립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비용을 요구한다. 그 시험법이나 시험 데이터가 기업의
know-how 에 속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는 데이터 등의 공개를 바랄 수 없다.

3. 연구개발의 대상

1996년도를 포함하여 11년간 착수한 연구개발 과제 수는 93건이며 대상기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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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계되는 과제 수는 펌프 14건, 제어봉구동장치 9건, 전기계장품 (전기
penetration 포함) 12건, 터빈 7건, 배관 8건, 정화장치 5건, 탱크 2건, 소각로 1건,
밸브 14건, 노내구조물 10건, 전열기기 3건, 압력용기 (격납용기 포함) 1건, 기기전
반 7건이다. 이 연구과제를 소재별로 정리하면, 금속계 소재 32건, 세라믹스 소재
43건, 고분자계 소재 16건 및 3가지 소재에 공통된 것이 2건이다.

가. 금속계 재료

경수로는 고온, 고압 공정이며 구성하는 기기 수가 매우 많지만 대부분 기기는
주로 금속계 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수펌프, 밸브, 노내구조물 (노내
지지판, 체결부품 등), 압력용기, 해수배관, 폐기물처리용 배관, 저압터빈 등이 있다.
요구되는 품질은 기기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나누면 해수에 대한 내식성 향상, 응
력부식 균열 저감, 내마모성 향상 (장수명화, Co 용출량 저감) 등이 주요한 것이다.
적용을 검토한 신소재는 금속계 본래의 성분과 조직을 개량한 것 (개량형 stainless,
저Co super stainless, 결정제어합금, 분산강화합금 등) 뿐만 아니라 표면처리 기술
과 복합재료를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형과제로 Co-free 내마모성 재료의 개발
이 있으며, 이 과제는 조합원 10개사의 공동연구로 1991년부터 1996년까지 [Co-free
내마모성 재료의 연구] 가 행해졌으며 마모기구 규명, 내마모성 재료개발의 설계지
침 등에 관한 새로운 결과를 보고하였다.

나. 세라믹스계 재료

세라믹스계 재료의 개발대상은 단체(單体) 세라믹스 (구조용 세라믹스), 세라믹스
코팅, 절연체, 가스켓, 수처리용 필터, 계측장치용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
다. 지금까지 연구개발한 결과를 보면, 단체 세라믹스 가운데 탄화규소는 원자로 냉
각계 펌프 mechanical seal, 질화 규소는 해수 펌프 축수용 재료로 우수한 특성을
가진 것이 개발되었으며, 탄화크롬도 우수한 안정성과 내마모성을 가져 제어봉 구
동장치용 가이드 롤러로서 적용이 기대되고 있다. 세라믹스 코팅도 다양한 재료 및
공정에 대해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CrN 코팅은 고온, 고압수중에서 우
수한 안정성, 내마모성을 가져 밸브 시트 등에 대한 Co 용출 방지용 코팅재로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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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 외에 내열성이 우수한 전기 penetration seal 부재, 내
기밀성이 우수한 펌프용 탄소섬유강화 탄소복합재 가스켓, 고온에서도 수처리가 가
능한 탄화규소 필터, 장기 안정성이 우수한 중성자 검출기 기밀 seal 부재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진 부품이 개발되고 있다.

다. 고분자계 재료

고분자계 재료는 고온, 고압의 조건하에서 사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연구과제 수
는 적지만 성형성을 가진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FRP)의 해수배관과 소수성, 내
열성에 착안한 테프론 농축막 필터 혹은 자기연마성을 가진 해수생물 부착방지 도
료 등 갖가지 기능을 가진 독특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BWR 용 펌프에
사용되고 있는 석면제 가스켓에 있어서 무석면화, 내구성, 내기밀특성 등의 향상을
위해 가스켓에 팽창흑연 테이프를 적용하였다.

라. 공통 연구

이상 (가)-(다)의 각 소재별 연구 과제와는 달리 공통되는 과제로서는 중성자 조
사시험, ANERI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ANERI 데이터베이
스 구축은 현재 보고서 형식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10여년간에 걸친
ANERI 프로젝트의 방대한 연구성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필요시에 검색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에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 1997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순차적인 입력 작업을 수행하였다.
ANERI에서 다룬 연구개발 대상기기, 부품 및 현용재와 적용을 위해 개발한 소재명
을 표 1에 나타내었다. 적용 소재란에 고딕체로 표시된 소재는 현재 연구개발 중인
소재이고, 이외의 것은 연구가 종료된 소재이다.

4. 연구의 성과

ANERI 프로젝트가 발족한 이후 제 1 기 9년간 및 확증 시험을 중요과제로 한
제 2 기 3년간을 종료한 1996년 말 현재 많은 성과가 얻어졌다. 1996년까지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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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한 과제는 93건이지만 개발이 종료된 과제는 74건이다. 이 가운데 당초 연구목
적, 목표를 달성한 과제 수는 40건이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실험실 규모 목표를
달성한 것과 소규모의 생산 목표를 달성한 것도 포함되어 있으며 당장 실제 기기에
적용 가능한 것은 없다. 그래서 성능, 신뢰성, 비용 등으로부터 이들을 현시점에서
종합적으로 재평가하여 실제 기기에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종합평가 결과, 실
기기에 적용이 가능한 것은 16건, cost 면에서 실제 적용이 곤란한 것은 4건, 성능
면에서 설계요구는 만족하지만 실기기 적용에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는 것이 20건
이다.
실기기 적용이 가능한 연구과제, 대상기기, 부품, 연구 목적, 현용재와 비교 및
개발효과 등을 표 2에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실용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는 해수
펌프용 개량형 stainless강이 玄海 4호, 伊方 1,2호의 해수 펌프 shaft 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적용에 이르기에는 최근의 비용 추가 절감에 대한 요구와 입지
난에 따른 신규 발전소 건설 감소와 같은 전기 회사 사정의 어려운 점이 있다.

제 3 절 경수로 기기·부품에 Ceramic계 신소재 적용
세라믹계 재료 중에는 경도, 내열성, 내마모성 등이 금속재료에 비해 뛰어난 특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또, 내식성, 단열성, 열전도성, 경량성 등도 우수한 특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세라믹계 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세라믹 그 자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
② 금속 등의 표면 코팅재로 사용하는 것. (Ceramic coating)
③ 복합재료로 사용하는 것. (Composite)
④ 전기적 특성을 이용한 것. (절연 재료, 반도체 등)
⑤ 화학적 특성을 이용한 것. (흡착제, 필터 등) 등 많은 형태가 있다.
세라믹계 재료는 내마모성 재료와 코팅재료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역사가 짧다.
따라서, 경수로 기기, 부품의 적용에 대해서는 더욱 개량, 개발을 필요로 하며, 자료
축적도 필요하다. 표 3에 세라믹스 소재와 관련된 ANERI 프로젝트의 연구개발 현
황 및 주요성과 개요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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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재별 연구개발 성과

세라믹스로 잘 알려진 재료로는 Al2O3, SiC, Si3N4, PSZ, Cr3C2와 Spinel 구조를
가진 Al2O3등이 있다. 그러나 세라믹은 동일 조성이라도 원료 분말의 결정구조, 입
도분포, 소성 조제 종류, 양, 성형방법, 제품 크기 등에 의해 그 재료의 기계적, 화
학적 특성과 성형, 소성에 관한 특성, 품질 안정성 등이 다르다. 따라서, 적용할 때
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재료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세라믹스는 취성이
큰 재료이기 때문에 국부적 또는 일시적 과대 응력에 의해서도 전체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기기 부품에 적용할 때에는 재료의 기계적 특성 향상 외에 충격적인
응력 부하가 없는 구조로 만드는 등 설계면에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ANERI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세라믹스의 특징을 고려하여 기기, 부품마다 후보재를 선정
하여 적용가능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가. SiC 세라믹스

통상 사용되는 세라믹스 중에서 경도, 내열성, 내마모성, 화학적 안정성이 가장
뛰어나며 또 열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접동부의 내마모 부품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ANERI 프로젝트에서도 원자로 냉각재 펌프 mechanical seal, 제어봉 구동장
치 가이드 롤러, 제어봉 구동장치 seal 부품재, 해수 펌프 축수, 수처리용 필터 등의
적용에 대하여 검토가 행해졌다.

(1) 원자로 냉각계 펌프 mechanical seal의 적용
고온 고압 1차계 냉각재를 순환하는

PWR 주냉각 펌프 제 1 mechanical seal에

는 일정량의 leak를 허용하는 비접촉 형태의 mechanical seal이 선택되고 있다. 엄
격한 운전관리에 의해 seal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만일 일시적으로 접촉
한 경우에도 손상되지 않는 mechanical seal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개발 후보 소
재로 상압소결, 고온가압 소결, 고온등가압 소결의 SiC가 선정되었고, 또한 상압소
결 SiC에 대해서는 표면기공의 소멸 미립자 부착 방지 및 화학적 특성 향상을 목적
으로, 화학증착에 의한 SiC 표면 코팅재 및 물리증착에 의한 TiC/TiN 표면 코팅재
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 모든 개발 소재가 경수로 seal 재료에 요구되는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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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족하고 있다. 특히 굽힘 강도 및 내열충격 온도차 특성이 뛰어난 소재가 얻어
졌고, 경도도 사용하고 있는 재료(Al2O3)에 비해 50％ 이상의 높은 값을 지니고 있
다. 또한, 실사용 환경을 모의한 고온, 고압 중에서 상압 SiC의 내식성 및 굽힘강도
에 관한 γ선 조사에 의한 영향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Al2O3는 중량감소를 보이며
γ선 조사에 의해 더욱 가속되는 것에 반해 상압 소결 SiC는 중량 증가의 경향을
나타내며 감마선 조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2) 제어봉 구동장치 가이드 롤러 적용
개량형 BWR(ABWR) 제어봉 구동장치(FMCRD)의 운전 방식은 연속, step 및
scram (긴급정지)의 3종류로 나뉜다. 연속 mode는 통상의 제어봉 삽입, 인출 조작
이며, step mode는 미소 stroke로의 삽입, 인출 조작이며, scram mode는 긴급시의
제어봉 삽입조작이다. 이러한 동작을 높은 정밀도로 동시에, 원활하게 행하기 위하
여 FMCRD에는 많은 가이드 롤러가 사용된다. 이러한 가이드 롤러에는 기계적 특
성 외에 보다 좋은 내마모성, 내침식 특성, 내충격성, 내식성 등이 요구된다. 또한,
개발후보소재로 펌프 mechanical seal 재와 같이 상압소결, 고온가압 소결 및 입자
분산강화 SiC가 선정되어 있다. 입자 분산 강화 SiC는 30kg의 타격으로 850회인 개
발 목표를 만족하고 있지만 고온고압 수중에 대한 내마모성 특성에 대해서는 개량
이 더욱 요구된다.

나. Si3N4 세라믹스

세라믹스 중에서도 강도, 탄성, 내열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동차 엔진용 turbo
charger 등 강도를 필요로 하는 구조 부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ANERI 프로젝트
에서도 SiC 세라믹과 같이 원자로 냉각계 펌프 mechanical seal, 제어봉 구동기구
가이드 롤러, 해수 펌프 축수 등의 기기 부품의 적용에 대한 검토가 행해져 있다.

(1) 원자로 냉각계 펌프 mechanical seal에 적용
PWR 1차 냉각계 펌프 제 1 차 mechanical seal로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개발
후보소재는 고온가압 소결 Si3N4이다. 통상의 고온가압 소결 Si3N4는 고온 수중에서
용출 특성 개발목표를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결조제를 개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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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고온가압 소결 Si3N4 소재를 개발하였다. 모든 소재가 현재 쓰여지고 있는
Al2O3보다 뛰어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세라믹 소재는 가공성도 중요하기 때
문에 개발 Si3N4를 사용한 실제 치수 mechanical seal 시제품도 제조되고 있다.

(2) 제어봉 구동 장치 가이드 롤러 적용
개량형 BWR용 제어봉 구동장치(FMCRD)의 가이드 롤러에 적용하기 위해 사출
성형, 상압소결 및 고온가압 소결에 의해 제조된 Si3N4를 검토하고 있다. 소결조제
가 Si3N4의 기본물성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Ⅱ족 원소계 산화물 소결조
제를 첨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Stellite보다 강도 및 내마모 특
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275℃ 고온수중에 대한 용출시험 결과에서는 Ⅲa 족 원소계
산화물 소결조제+Cr3C2를 첨가한 경우 및 Ⅱ,Ⅲa 족 원소계 산화물 소결조제를 첨
가한 경우에는 Stellite보다 뒤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Cr3C2 세라믹

Cr3C2는 사용실적은 적지만 최근 구조용 재료로 주목되고 있으며 ANERI 프로젝
트에서도 FMCRD의 가이드 롤러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소재는 고온가압 소
결 Cr3C2로 기계적 특성 향상을 주목적으로 첨가제의 배합비율을 변화시킨 4종의
개발 소결품이다. 현재 쓰여지고 있는 Stellite에 비해서 굽힘 강도 등에 개량의 여
지가 있지만 고온고압수중에 대한 마모시험결과는 뛰어난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Co Free 관점에서 유망한 소재로 여겨진다.

라. ZrO2 (부분 안정화 Zirconia : PSZ) 세라믹스

세라믹스 중에서는 상온부근에서 가장 높은 강도, 인성을 보이며 열팽창율, 탄성
율 등이 금속에 가장 가까운 특성을 보이지만 온도에 의해 그 결정구조가 변화(상
전이)하고 상전이에 수반되는 체적 변화에 의해 파괴되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CaO, MgO, Y2O3 등을 7∼10％ 정도 고용하여, 모든 온도범위에서 입방정을 가지도
록 개량시킨 안정화 지르코니아와 MgO와 Y2O3의 첨가량을 제한하여, 입방정 구조
를 완전히 안정화시키지 않는 부분 안정화 Zirconia도 개발되고 있다. ANERI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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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에서는 FMCRD의 가이드 롤러에 PSZ 및 그 개량품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PSZ 소재로는 85％ ZrO2를 사용한 상압소결 PSZ재, 92％까지 ZrO2의 순도를 올린
기계적 특성 향상을 목표로 한 PSZ재, 또한 내충격성, 내열충격성 등의 향상을 목
적으로 한 고순도 상압 소결재를 고온등가압 소결 처리한 고강도 PSZ, 고온등가압
소결 개량재의 4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종래 상압소결 PSZ재와 비교해 볼 때, 모
든 개발 PSZ재가 우수한 제반특성을 갖고 있다.

마. C/C 복합체 (탄소/탄소 섬유 복합재료) 세라믹스

C/C 복합체는 기지 상이 탄소 재료의 내열성, 내식성, 높은 열전도성, 고전기전
도성, 낮은 열팽창율, 저밀도, 자기윤활성이라는 특징과 강화재인 탄소 섬유의 고강
도, 고탄성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재료로 ANERI 프로젝트에서는 mechanical
seal, 펌프, 밸브 등의 packing과 가스킷 등의 적용을 고려하였다.

(1) 원자로 냉각계 펌프 mechanical seal에 적용
BWR 냉각계 재순환 펌프 mechanical seal에는 현재 소결 탄소가 사용되고 있지
만 C/C 복합체를 적용함으로써 신뢰성 향상과 장수명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mechanical seal 후보재로는 수지를 함침시킨 탄소 섬유 천을 적층 시킨 후 금형에
서 가압 성형시킨 제품과 수지를 함침 시킨 탄소섬유를 filament winding (FW)에
의해 성형시킨 FW 제품 2종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모든 성형품은 1차 탄화 후,
pitch 또는 수지의 함침·탄화를 반복하여 고밀도화 시킨 후 흑연화를 위한 열처리를
가하며 기계가공에 의해 제품 형상으로 마무리한다. 또한 수지 함침 또는 CVD+수
지 함침으로 밀봉화 처리한 후 접동면을 taping 마무리하고 제조한다. 밀봉재로 사
용하기 위해서는 밀봉 특성에 큰 영향을 주는 소재 기공의 미세화와 저감화가 필요
하다. 기공율과 투수량과 상관관계를 보면, 투수량은 기공율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
기 때문에 기공율을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다. 접동 특성에 대해서는 모든 C/C 복
합체가 현용재인 소결 탄소에 비해 접동 torque가 낮으며 특히 2000℃ 열처리후 화
학증착 처리한 C/C 복합체는 안정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내마모성은 고온 처
리시킨 것일수록 좋은 결과가 얻어졌다. 또한 접동 특성은 상대 재료에 따라 다르
지만 C/C 복합체는 WC와 SiC를 상대재로 한 시험 결과에서는 SiC 경우가 안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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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que를 보이며 또한 leak도 적은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았다.

(나) 펌프 packing·가스킷 및 밸브 packing·가스킷에의 적용
BWR 원자로 급수계 펌프 가스킷과 경계 밸브, 역류방지 밸브 등에는 석면과 흑
연을 조합한 grand packing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packing 류의 열화 방지와
non-leak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탈석면 관점으로부터 C/C 복합체의 적용을 검토하
였다. 펌프 packing·가스킷에 적용할 때 기본물성 시험으로는 압축성, 압축 복원성,
내열성, 응력 완화성 시험을, 기능적 특성으로는 밀봉성, 용출성 시험 등을, 또 내환
경 특성 시험으로는 내식성 및 내방사선 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밸브 packing·가
스킷용으로는 가동성, 접동성, 내마모성, 내식각성(내 갈림성), 면압 전달성을 첨가
한 항목에 대해서도 평가시험을 실시하였다. 펌프 packing·가스킷용으로 개발한 와
권 가스킷은 현용재에 비해 밀봉성, 내열성, 응력 완화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2. 기능별 연구개발 성과

가. 접동부 재료로서 세라믹스

원자력 발전 설비 보조냉각계 해수 펌프 및 순환수 펌프 축수에는 고무계 또는
페놀계 재료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무계 축수는 시동 시에 급수가 필요하며
페놀계 축수는 건식 시동시에 가장자리 마모가 크기 때문에 1∼2년마다 교환이 필
요하다. 따라서 세라믹계 소재를 축수로 사용함으로써 내마모성 향상에 의한 수명
연장과 급수계통 생략에 의한 구조 간략화, 이에 수반하는 기기 신뢰성 향상이 얻
어진다.
검토 소재로는 SiC, S3N4 및 Al2O3를 선정하여 냉간등가압 성형, 상압소결에 의
해 실제 기기 크기 부품으로 제작한 시제품에 대한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세
라믹스를 축수로 사용할 경우, 상대재료 부식특성에 대한 영향이 염려된다. 따라서
SUS 316강과의 혼합에 의한 전기부식시험을 행한 결과 양 재료간의 전위차는 거의
없고, 전기부식이 생기지

않은 것을 알았다. 또한 ASTM 시험법에 의한 6개월 부

식시험에서도 부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축수와 슬리브(Sleeve)와 최적재료의 조합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형모델(model) 축수에 의한 수중, 대기중 및 토사 혼입 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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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접동 마모 특성시험을 행하였다. BWR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페놀/SUS316강
및 ル〡ボン/SUS316강의 조합에 비하여 각종 세라믹 축수/WC 슬리브의 혼합은 모
든 조건에 대해서도 그 마모량은 작고, 특히 질화규소/WC 혼합은 현재 쓰이고 있
는 재료의 1/6∼1/10 이하이다. 또한 각종 세라믹스 축수와 WC 슬리브와 혼합에서
는 30초간 건식 운전에 의한 온도 상승은 10℃ 이하이며, 열적 영향은 작고, 수중에
서 마모계수도 매우 작다. 이러한 시험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해수 펌프
축수로 세라믹스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

나. 제어봉 구동장치 Seal 부재에 적용

제어봉 구동장치 Seal 부재는 제어봉 접동부의 구동수압을 밀봉하는 것으로 현
재는 소결 탄소가 사용되고 있지만 밀봉성(seal성) 확보를 위하여 대개 5년마다 교
환하고 있다. ANERI 프로젝트에서는 이 Seal부에 세라믹 재료를 적용하고, 보다
높은 신뢰성을 가지며 내마모성이 우수한 장수명 Seal부재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후보소재로는 Al2O3, SiC, SiC-C 복합재료, ZrO2, Si3N4의 5종류의 세라믹스를
선정하였다. 각종 평가시험으로는 rubber press로 실제 Seal 형상으로 성형한 후 상
압 소결한 것을 사용하였다. SiC는 탄성율이 높고 Seal재의 중요한 특성인 열전도
율도 크며, 선팽창 계수가 작은, Seal 부재로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계적 특
성이 우수한 ZrO2는 열전도율이 작고 상전이가 우려되기 때문에 개량이 더욱 필요
하다. 한편 고온고압 수중에 대한 용출특성은 Si3N4는 용출이 현저하며 Al2O3의 용
출은 거의 미미하고, SiC는 거의 중량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안정된 특성을 나
타내고 있음을 알았다. 내열 충격 특성은 모든 소재가 개발 목표치를 만족하였다.
고온 고압수 중에 대한 접동 마모특성은 스테인레스 강을 상대재로 한 결과로 보면
Al2O3는 통상 운전상태 (면압: 40 kg/㎟ 접동속도 : 150 mm/s)에서는 상대재의 마
모가 커서 상용은 곤란한 것으로 생각된다. SiC 및 SiC-C 복합재는 통상운전 상태
에서는 현용재보다 우수한 특성을 보이지만 scram 때와 같은 고면압 (130 kg/㎟),
고접동속도 (550 mm/s) 조건에 대해서 상대재의 마모가 크고 파손에 이르는 경우
가 있었다.

다. 전기절연 재료로서 세라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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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스 재료는 전기절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ANERI 프로젝트에서는 전기
penetration과 중성자 검출기 기밀 seal과 같은 seal 부재나 제어봉 구동 장치 coil
assembly용 피복 도선과 충전 coil 등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원자로 압력용기(RPV)는 다중방호의 개념으로 원자로 격납용기(PCV)내에 격납
되어 있다. PCV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종류․모양의 전선 cable, 신호선은
PCV를 관통하는 것이 필요하고 PCV에는 여러 개의 관통부(전기 penetration)가 설
치되어 있다. 현용 전기 Penetration은 유기계 절연재료가 사용되고 있지만 무기재
료를 사용하면 기밀성 향상과 그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 연장을 기대할 수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세라믹계 소재를 Seal재로 사용한 전기 penetration 개발을 진행하
고 있다. 절연 재료로는 내열성, 내구성이 뛰어나고 또한 가공성이 좋은 것이 요구
되기 때문에 검토 소재로 soda barium 계 glass가 선정되었다. soda barium계
glass는 압축형 기밀 봉착용 glass로 주성분은 Si, Ba, Ka, Na, Al이다. seal 부
glass와 도체와 접합은 Ni-Fe를 사용하였고 seal은 compression seal법으로 행하였
다. 또한 Outlet은 탄소강제이다. 시제품 관통 도체 갯수는 6∼121 개까지로 외경은
현용 크기와 같은 φ62mm이다. 기밀성, 내열성시험을 위한 각종 기본 물성 시험 및
thermal cycle 시험, 방사선 조사시험 및 LOCA 모의 환경시험(171℃×9시간+121℃
×13일, 100％ 증기중) 등 각종 내환경성 시험을 실시하고 평가를 행하였다. 시제품
의 기밀성, 내전압, 절연저항 및 내열성에 미치는 γ선 조사효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모두 개발 목표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으며, 또한 10 MGy 조사까지 내방사선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이온 흡착재, 필터로서의 세라믹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원자로 냉각수 정화에 이온 교환수지, plastic 섬유제 mesh
필터, 플래코트 필터, 중공사막 필터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내열성 문제 때문에 로
의 물을 일단 냉각시킨 후에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고온 냉각수로부터 직접 이온
상 및 입자상의 방사성 부식 생성물이 제거된다면 설비와 운전이 간략화 될 수 있
고 열 손실 경감도 가능하게 되므로 장점이 많다. ANERI 프로젝트에서는 고온 1차
냉각수를 직접 정화할 수 있는 이온 흡착재 및 필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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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inless강제 다공질 세관 (외경 : 3mm, 내경: 1mm, 길이 : 150mm)에 무기 이
온 흡착재를 sputtering (PVD)에 의해 코팅하여 필터 소자를 제조하고, 이러한 소
자를 다발로 묶고 접속하여 module로 한 것에 대하여 그 구조, 고온 수중에 대한
소재 안정성, 내열 충격성, 이온 흡착성 및 여과성 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이렇
게 시험 제작한 module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코팅막의 고온수중에 의한 박리,
균열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제거율은 필터의 구멍지름에 의존하고 구멍지름의 증
가와 함께 제거율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코팅 (막두께 5㎛)에 의한 압
력 손실은 거의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Co 이온의 흡착기구에 대해서도 규명
하였는데 이온 흡착은 코팅막 표층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필터
의 내식성 및 무기 이온 흡착 다공질관 제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점도 없으며, 현
재 필터 및 코팅막의 장기 건전성, 흡착성 및 여과성에 대해 더 많은 시험이 진행
되고 있다.

마. 코팅 재료로서 세라믹스

세라믹스 코팅은 세라믹스가 가지고 있는 내마모성, 내침식성, 화학적 안정성, 내
열성의 특징과 금속이 가지는 고강도, 고인성, 가공성 등을 조합하여 양쪽의 우수한
특징을 모두 갖춘 재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방법이다. ANERI 프로젝트에서는 각종
세라믹 코팅 방식으로 그 특징과 기기, 부품의 요구 특징을 검토하여 개발대상 기
기, 부품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코팅 시공기술의 개발 및 코팅층의 모든 특성을 평
가하고 있다.

(1) RW계 배관에 Plasma 용사 코팅 적용
방사성 폐기물 처리(RW)계 배관은 고온, 고 염소이온 농도라고 하는 가혹한 환
경 하에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SUS 316L강이 사용되고 있지만 ANERI에서는 배
관의 내식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코팅 재
료로서는 내식성 및 시공성 관점으로부터 Al2O3, Cr2O3, Cr3C2, SiC, TiC, Si3N4,
TiN을 선정하였고, 또한 밀착력 향상을 위해 기판 재료의 표면 거칠기 적정화 및
이종 혹은 동종 세라믹스를 다층으로 코팅시킨 적층 및 다층 코팅에 대하여도 검토
하고 있다. 선정된 코팅재의 내식성에 대하여 0℃의 5％ 염소 이온 농도 (염화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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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용액 속에서 시험한 결과, Al2O3, Cr2O3, TiC 및 TiN이 우수한 내식성을 보였
다. 또한 동일 용액에 의한 고온고압 (180℃) 수 중에서 세라믹 코팅막은 SUS316L
강에 비교하여 뛰어난 내식성을 보이고 있다. 300℃가열/물분무 냉각에 의한 열충격
시험을 하고, 40회 열충격에 의해서도 세라믹스 층의 갈라짐과 박리는 볼 수 없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배관 시공시를 상정한 “2％ 휨”에 의한 갈라짐도 확인할
수 없었다.

(2) RW계 배관에 laser 조사 세라믹 코팅 적용
RW계 배관에 사용되고 있는 저가격 탄소강 표면에 혼식도금 또는 분말 도포방
법으로 Cr을 피복하고 그 Cr 피막표면을 CO2 레이저에 의해 세라믹스화 하여 배관
의 내식성 향상을 꾀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ANERI 프로젝트에서는 레이저 조사 장
치의 개발을 포함한 연구를 행하고 있다. 레이저 조사에 의한 세라믹화에서는
Cr2O3 세라믹층과 기판재료와 사이에 Cr rich (함유율30∼50％)한 중간층을 끼워 야
금적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밀착성이 우수한 것 이외에도 내마모성, 내염소 부
식성이 뛰어난 세라믹 막이 얻어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내식성에 대하여 비등
NaCl 수용액 중에서의 장시간 침지 시험결과 세라믹 코팅층은 SUS316L강과 동등
한 내식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분체 내 회전법에 의해 5％ NaCl
을 함유하는 알루미나 입자 중에서의 내침식 시험결과 세라믹 코팅막은 316L강과
같은 내침식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우수한 모든 특성은 γ선
조사 환경 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3) 밸브 seat에 PVD 코팅 적용
원자로 냉각재 재순환 계통의 경계 밸브 및 주 증기 인출 밸브 시트부에는 내마
모성이 우수한 Co를 주성분으로 하는 stellite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밸브 개폐
에 수반되는 마모와 용출 등에 의해 stellite가 원자로 냉각수 속으로 들어가 로심
내에서 방사화 되어 γ선원이 되기 때문에 작업종사자의 피폭 저감화를 위해
stellite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강력히 요구된다. 따라서 ANERI 프로젝트에서는 내
마모성이 뛰어난 세라믹스를 표면에 코팅하는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밸브
seat 표면 코팅재로서는 TiN, CrN 등 질화물 세라믹스 및 이들의 복층막을 선정하
였다. 내열충격 시험결과에서는 TiN, CrN 코팅재들에 300℃로부터 25℃ 물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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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회의 열 cycle 시험 결과 막의 균열과 박리는 생기지 않았다. 또한 자왜식
cavitation erosion 시험결과에서는 TiN/Cr 코팅은 stellite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
는 것이 확인된다. 한편 대형 고온, 고압 순수 loop에서의 275℃에서 내식성, 내용출
성 시험에서는 TiN 코팅재는 중량 증가가 크지만 CrN 코팅재는 중량 변화가 적고
표면 변질도 확인할 수 없었다.

(4) RW계 농축기 전열관에 CVD 코팅 적용.
RW계 농축기 전열관에 SiC, Si3N4, TiC, TiN을 CVD 코팅하여 내식성 향상을
도모하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실온의 15％ 염산수용액 부식시험에서 모든
코팅재는 SUS316L강에 비해 뛰어난 내식성을 보이고 있다. ANERI 프로젝트에서
는 다른 평가 시험결과를 포함하여 종합평가하여 Ti계 피막을 선정하였다. 또한 시
공법에 대한 개발도 행하여 현재 500 mm 길이 pipe 내면에 균일하게 코팅하는 기
술을 확립하였다.

3. 실제 기기 적용 가능성이 있는 세라믹스 소재

가. 해수펌프 축수용 세라믹스

원자로 냉각 해수펌프 축수에는 일반적으로 고무계 혹은 페놀계 재료가 사용되
고 있다. 이 고무계 축수는 비교적 내마모성이 우수하지만 기동시에 물공급이 필요
하다. 한편 페놀계 축수는 냉각수 공급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내마모성이 좋지
않다. 이 때문에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건식 운전 (단시간)이 가능한 축수의 개발이
요구된다. 내마모성 향상에 의한 축수 장수명화와 냉각수 공급계 생략에 의한 펌프
구조 간소화를 목적으로 세라믹스 축수를 개발하였다. 우선 축수 후보재료로서 알
루미나, 탄화규소, 질화규소를 선정하여 성형가공조건 최적화와 강도, 파괴인성, 경
도 등의 특성평가를 하였다. 후보재는 모두 개발목표를 만족하였다. 다음으로 세라
믹스 내마모성 및 접동특성을 평가한 결과 세라믹스 축수 比마모량은 현용재보다
1-3배 작은 우수한 내마모성을 보였다.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축수 재료로서 질
화규소 및 탄화규소를 선정하여 소재의 해수안정성 (내식성)을 평가하기 위해 부식
시험을 행하였다. 시험편을 12개월 동안 해수 중에 침적시켜 부식상태를 관찰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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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질화규소 및 탄화규소 모두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제
운전환경, 회전속도 및 하중 등의 조건을 모사한 마찰계수 시험을 가압경수로와 비
등수형로 각각의 조건에서 실시한 결과 질화규소, 탄화규소 모두 안정한 접동 특성
을 보였다. 펌프 건식 운전을 상정한 대기 중과 수 중에서의 장시간 운전시험 및
slurry 수 중에서의 마모특성 시험을 수행한 결과, 시험 종료 후 모든 세라믹스 축
수에 대한 외관 검사를 행하였지만 어떤 축수에서도 유해한 상처나 균열 등의 결함
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slurry (규소 등)를 함유한 해수 중에서나 건조한
상태에서도 축수면 마찰상태는 양호하며, 또한 편심하중과 접동하중을 부여한 경우
에도 축수면은 양호한 마찰상태가 유지되었고, 내구성도 문제가 없는 아주 양호한
축수 특성을 보였기 때문에 최종적인 확인시험으로서 BWR 및 PWR용 실기기 세
라믹스 축수를 실기기 모의 해수펌프에 장착하여 장기간 운전시험 (해수계 종합확
증시험)을 행하였다. 그 결과 세라믹스 축수 운전상태는 양호하며 분해점검 검사시
에도 이상이 확인되지 않아 펌프 축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개발된 세라
믹스 해수 펌프 축수는 현용 고무 축수, 페놀 축수 등에 비해 내식성, 내마모성 등
이 우수하며 실기기로 적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펌프 Packing, 가스킷용 C/C 복합체

BWR용 펌프(원자로 급수계 등의 펌프)의 고온, 고압용 밀봉재로서는 현재 석면
계 seal 와 금속을 조합한 가스킷이 사용되고 있지만 가스킷의 무석면화를 이루고
내구성과 밀봉 특성을 향상시키며 장수명화를 이룰 수 있는 가스킷 개발을 목적으
로 연구를 행하였다.
2

BWR 펌프용 가스킷은 고온, 고압(210℃, 173 kg/cm )의 탈염 수중에서 사용되
며 상대 재료를 부식시키지 않아야 하고, 또한 내열성, 내방사선성 및 밀봉성이 우
수하고 수명이 길며 장전성, 탈착성이 양호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 요구들을 만족하
는 가스킷용 밀봉재로서 C/C 복합재를 선정하였다. 가스킷에 C/C 복합체를 적용하
기 위해서는 우선 강체로 알려져 있는 C/C 복합체에 가소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위해 가소성을 가진 재료인 팽창흑연과 탄소섬유의 복합화 기술을 개발하
였다. 가스킷의 V자 굴곡부를 이루는 팽창흑연 테이프 중앙부분에 탄소섬유를 배치
하여 이 부분의 밀도 향상을 도모하는 구조이다. 이 C/C 복합체 테이프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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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가스킷을 이용하여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현용품(석면계 가스킷)과의 비교평가
를 행하였다. 평가시험으로서는 고온,고압 밀봉성 평가를 포함한 기본물성 시험 (물
리특성 시험 및 기능적 특성 시험), γ-선 조사를 포함한 적성 시험 (내환경성 시험
및 재료거동 시험), 사전 확증 시험 (장시간 고온,고압 밀봉성 시험, 열충격 cycle
밀봉성시험) 등을 실시하였다. 개발품은 특히 장시간 고온, 고압 기밀성 및 열충격
cycle 기밀성이 우수하였으며, 현용품과 비교하여 내열성, 응력완화성, 용출성, 기밀
성 등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지며 내방사선성 및 상대 재료에 대한 부식성에 있어서
도 이상이 없어 우수한 무석면계 가스킷을 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 제어봉 구동장치

(1) 제어봉 구동장치 가이드 롤러용 세라믹스
개량형 비등수형 경수로 제어봉 구동장치(FMCRD)에는 고정밀도로 동작할 수
있기 위해 많은 수의 가이드 롤러가 사용되고 있다. 이 가이드 롤러 재료로서는 Co
기 합금이 사용되고 있지만 발전소 방사선 피폭원이 되는 Co기 합금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Co가 없는 가이드 롤러 개발을 목표로 세라믹스 재
료의 개량, 개발을 행하였다.
우선 내식성이 우수한 소재로서 탄화크롬을 선정, 평가한 결과 고온, 고압수 중
에서의 내식성은 Co기 합금과 동등하였지만 내충격성 및 내열충격성이 좋지 않았
다. 내충격성, 내열충격성의 개선 검토(강도, 인성의 향상)에 의해 금속 성분의 첨가
가 탄화 크롬의 강도와 인성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탄화크롬(CR/N)을
개발하였다. 또한 첨가하는 금속성분의 입경, 첨가량을 조절하여 강도 및 인성을 보
다 향상시킨 탄화크롬(CR/NF)을 개발하였다. 개발재의 내마모성을 평가한 결과
CR/N, CR/NF 의 내마모성은 스테라이트 #3 보다 양호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실제 기기 환경을 모사한 고온고압수중, γ-선 조사하에서 개발재의 적성 (내식성)
을 평가한 결과 개발재는 스테라이트 #3에 비해 중량 변화량이 작고 우수한 내식성
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우수한 특성이 확인된 개발재에 대해 실제 크기의 가이드 롤러를 사
용하여 내마모성, 내충격성 및 내열충격성 (실기 모의 환경하)을 평가하였다. 또한
개발재 가이드 롤러에 대해 실기 모의환경․구동조건에서 고온수중 마모시험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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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내마모성을 평가하였다. CR/N 가이드 롤러의 마모량은 작고 우수한 내마모
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CR/NF 가이드 롤러의 마모량은 약간 많았지만
실용상 문제는 없는 정도였다. 또한 이 때 CR/NF 가이드 롤러의 상대 재료인
Alloy #25 (CrN 코팅핀) 마모량은 극히 적었다. 다음으로 내충격성을 확인하기 위
해 낙하식 충격시험 및 scram시 충격하중을 모의한 시험 (실기모의 충격시험)을 하
였다. 낙하식 충격시험 결과 CR/N, CR/NF의 파괴회수는 스테라이트 #3에는 미치
지 못하였지만 실기 모의 충격시험에 있어서는 CR/N, CR/NF 가이드 롤러도 개발
목표를 초과한 충격회수 2000회 후에도 파손이 발생하지 않아 양호한 내충격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내열충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열충격 시험결과
에 있어서 CR/N, CR/NF 모두 개발목표를 만족하였고, 내열충격성은 극히 양호하
였다. 또한 ΔT=300℃ 에서 성능 비교에서도 CR/NF 가이드 롤러는 스테라이트 #3
가이드 롤러에 비해 우수한 내열충격성을 보유하였다.

4. 연구도중에 있는 신소재

가. 밸브시트용 세라믹스 코팅재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급수계 게이트 밸브의 밸브 몸체와 밸브 시트면에는
Co기 스테라이트 합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합금은 내마모성, 내갈림성 등 접
동 특성이 우수한 반면 침식, 부식 등에 의해 로 수중에 방출되는 경우 방사화되어
피폭 선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각종 소재의 무코발트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일
환으로서 시트면에 내마모성 CrN 코팅을 행하여 Co 용출 방지를 검토하였다. CrN
막의 코팅에는 cathode arc식 ion plating 장치를 사용하였다. 기판을 진공용기 내에
고정시키고 10

-5

torr 정도까지 감압한 후 히터와 이온 bombard 에 의한 가열을 병

행하여 기판을 약 200-500℃ 까지 예열하였다. 코팅은 타겟으로 금속 Cr을 사용하
고 질소분위기에서 기판에 (-) bias 전압을 가해 행하였다. CrN 코팅막에 대해 마
모특성, 내열충격성, 막 부착강도, 피로 박리성, 로 수환경 하에서의 내용출성 등의
성질을 조사하였다. 자왜식의 cavitation·erosion 시험결과 TiN/Cr 혹은 CrN/Cr 적
층막이 스테라이트와 거의 동등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BWR 모의환경에서의 부식
시험 결과 스테라이트에 적층한 경우, 막 두께가 5 μm 일 때 Co 용출 속도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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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정도 감소한다. 그러나 용존산소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식속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시험 후의 표면관찰 결과에서는 현저한 부식피막 생성도 관찰되지 않았다.
시트 형태의 시험편과 디스크 형태 시험편을 조합하여 기밀 특성, 갈림 특성을 평
가하였다. 도금마모시험기를 이용하여 시험조건으로 BWR 모의 환경하에서 면압 2
2

및 20 kgf/mm 으로 접동, 정지를 100회 반복하여 평가하였다. 증기 분출도 없고
노수에 Co 용출도 경미하며 시험종료 후 접동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대형
MAV-48형 장치를 사용하여 300A 실기 밸브 몸체와 시트링에 코팅을 하여 시험을
행했다. 시트링 밸브함의 치수는 용접 변형을 고려하여 삽입식으로 하였다. 15 μm
이상의 막 두께를 확보하면 마모시킨 후에도 10 μm 이상의 코팅막이 남아 있다.
내구시험중의 마찰계수는 0.25로 아주 양호하였다. 내구시험 결과도 모두 기준치 이
하로 나타났다.

나. 증기터빈계 축수 접동부 저마찰 코팅

경수로 기술에 신소재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품 중의 하나로 터빈
축수부가 있다. 저압터빈 축수는 차실(車室)의 양단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차실 내부
진공도와 증기에 의한 온도변화에 의해 기초 가대로부터 축수지지 위치가 변화한
다. 이 때문에 터빈 로터와 중심 정렬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면 축수가 적용되고 있
다. 금후 APWR 에서는 30-31 in. 축수의 채용등 기기의 중량 증가에 따른 구면부
의 마찰력 증대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고하중의 구면 축수를
대상으로 하여 고체 윤활성이 있는 저마찰 코팅재의 시공성, 마찰 항력의 저감 등
에 관해 검토하였다.

(1) 고체 윤활막 특성
저마찰 코팅재로서 기대되는 고체 윤활 피막 저마찰 우위성, 대구경 시공성 등의
관점에서 재료를 선정하여 저마찰성이 우수하고 대구경 구면 시공이 가능한 고체윤
활 피막으로서 MoS2, graphite, 불소수지, 세라믹스 복합재 등을 검토하였다. 기본
물성 시험평가로서 JISK 5400 에 준하여 경도, 밀착성, 막 두께를 평가하였다. 또,
건식 마모성을 평가하기 위해 평판 왕복 접동하는 건식 마모 시험기를 설계, 제작
하여 피막의 마찰, 마모 특성을 조사하였다. 6종의 코팅가운데 MoS2계, PTFE 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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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이 목표 마찰계수 0.1 이하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graphite 와 SiO2+F 는 0.1 이
상의 마찰계수를 보였다. 저마찰계수를 보인 4종류는 실기 작용면압의 4배인 80
2

kgf/cm 의 면압에서도 눌린 자국 등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양호한 마찰성능
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또 연속 접동에 있어서도 4종류의 코팅은 마찰계수 0.1 이
하로 안정하고 마모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양호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2) 코팅시공기술 개발
대구경의 구면 시공성을 확립하기 위해 실기 크기 상당의 구면 직경 1150 mm
모의 구면을 코팅 시공을 행하였다. 피막 성능 안정화를 위해서는 모재 표면의 특
성을 균일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탈지, sand blast에 의한 신생면을 생성시키고, 밀
착성도 높이기 위해 다공질의 인산망간으로 화학적 처리를 행하였으며 예열기 분무
법에 의해 코팅을 행하여 밀착 경화시켰다. 시공성을 평가하기 위해 피막의 물성으
로서 기본 물성 시험과 동일하게 경도, 밀착성, 막 두께 평가 시험을 실시하였다.
피막 경도는 기본물성 평가시험에서 얻어진 경도와 동등하여 균일한 피막이 형성됨
을 알 수 있었다. 밀착성도 우수하여 박리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모재 계면에서의
결합이 양호하였다. 막 두께는 전자(電磁) 막두께 계측으로 평가한 결과 동일 피막
에서 불균일성이 1-2 μm 로 거의 없어 분무법에 의해 균일한 피막을 얻을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으로부터 실기 크기의 모의 구면에서도 기본물성 평가시험에
서 얻은 피막 물성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대구경 구면에 시공성을 재
확인하였다고 여겨진다.

제 4 절 원자력 기반기술 종합적 연구의 현황
원자력 기반기술 종합적 연구 (원자력 기반 cross over 연구)는 원자력 기반기술
가운데서도 대형 연구시설을 필요로 하는 연구와 복잡한 기술개발 영역으로 구성된
연구 중에 연구기관 단독으로는 충분한 성과를 얻기 어려운 연구에 대하여, 일본의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등에 의한 제휴를 중심으로 넓게는 비원자력 분
야도 포함한 산·학·관의 연구 역량을 활용하여 소기 성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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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1 기 연구는 1989년부터 5개의 연구과제에 대해 각 연구기관에서 실시하였
고 1993년에 그 성과를 정리하였다. 표 4는 제 1 기 5년간의 주요한 성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제 1 기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는 1994년에 개정된 [원자
력 연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장기계획]에서 새로운 기술개발의 국면에 대응할 필
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방사선 빔 이용, 원자력용 계산과학, 지적활동 지원의
3가지 기술 개발 영역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1994년부터 5년간을 목표로 제 2 기
연구로서 10개 과제 (표 5)를 선정하여 금속재료 기술연구소, 방사선의학 종합연구
소 등 국립시험 연구기관, 일본원자력연구소, 이화학연구소, 동력로·핵연료 개발사업
단 등이 제휴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세라믹스 소재와 관련된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원자력 재료분야에 관하여

재료분야에 있어서 연구대상 재료는 금속재료계, 세라믹스계, 고분자 유기재료
및 이들의 복합재료계이며, 당연한 것이지만 방사선 환경하·고활성 화학 환경하에서
의 재료의 물리적·화학적 거동의 파악, 열화기구에 있어서 초기 과정 해명을 위한
관찰·분석 방법, 열화 진전 기구 해명에 기초한 열화 억제기술의 개발, 재료설계·제
조기술의 개발을 망라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 1 기 연구 추진방침과 제 2 기 추진
방침간에는 기본적인 차이는 없지만 제 2 기 특징은 재료의 복합화를 한층 진전시
키는 것, 즉 multi-composite화에 기초한 선진재료의 창제에 있다. 다시 말하면 제
1 기에서는 통상 환경과 원자력 가혹 환경간 경계재료를 염두에 둔 연구가 주인데
반해 제 2 기에서는 서로 다른 원자력 가혹환경간 경계재료 창제를 주목적으로 하
는 연구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선진적 원자력 재료라고
하는 것은 원자력 시스템에 있어서 방사능·방사선과 에너지의 사회 환경으로의 확
산을 저지하고 원자력 에너지를 보다 고효율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전자는 원자력 시스템 안전성 확보, 후자는 경제성 향상을 의미하며 원자력
의 사회 수용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복합환경용 세라믹스계 Muiticomposite Material 과 표면개질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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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로 및 연료주기(cycle)시설의 비약적인 고성능화 및 경제성, 안정성, 신뢰성
향상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신소재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신소재를 제조
하기 위해서는 신소재의 최적 설계기술, 제조공정 확립 및 시제품용 재료의 제반
환경에서 변화, 손상 움직임, 또 그 기구해명 등에 관한 기반기술의 확립이 필요하
다. 동력로·핵연료 개발사업단 (이하 동연) 대선공학센타에서는 고속로등의 신형원
자로의 고성능화(고온화, 고내식성화, 장수명화, 고기능화 등)를 최종 목표로 하여
원자력 극한환경에 적용 가능한 고성능 제어재, 고성능 방사선 차폐재, 신형 세라믹
스 및 경사기능재를 새로이 제조하고자 새로운 성분계 물질에 대한 가장 적합한 재
료설계기술 및 제조공정의 개발, 기본특성, 내식성, 강도 특성 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몇몇의 신소재에 대해 최적 재료설계 기술과 제조공정을 확립하였으며, 신소
재 설계 개념을 정립할 수 있었다.

가. 제 1 기 연구성과

(1) 고성능 제어재의 창제
고속로 핵분열 반응의 제어재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B4C보다 내식성이 우수하
고, 수명이 긴 신형 중성자 흡수재를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였다. 금속복합재는 B4C
단체의 소성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소결하더라도 목표밀도를 만족하는 결과를 얻
었다. 보론 화합물 및

B4C/SiC whisker 복합제 팰렛의 시험제작 시편에서도 목표

밀도를 만족하는 팰렛 성형조건을 얻을 수 있었다.

SiB6를 제외한 모든 보론계 화

합물에서도 경도가 B4C의 1/2이하로 높은 연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다수의 시험편
에서

B4C보다 높은 열전도도를 나타내었고, 열응력 발생을 억제하는 관점에서

B4C보다 우위에 있다고 명확히 말할 수 있다. B4C 열주기 시험결과, 7 싸이클에서
파괴되었으나, EuB6를 제외한 다른 재료들은 B4C보다 우수한 열충격 특성을 보였
다. 특히,

B4C-Ni-Cu는 50 싸이클 후에도 파괴되지 않았다. 이는 B4C-Ni-Cu의 열

전도율이 높으며, 이는 구리 기지가 열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결

과를 종합하면 B4C-Ni-Cu>B4C-Mo>B4C-SiC whisker> B4C-Zr 순으로, B4C보다
수명이 긴 중성자 흡수재 후보재가 될 수 있다.

(2) 고성능 방사선 차폐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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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수소화물은 수소밀도가 높기 때문에 고속로의 로내 중성자 차폐재로 적당하
다. 12 종류의 금속수소화물을 선정한 후, 수소해리거동, 수소밀도, 핵단면적, 가격
등의 조사를 하여 유망한 금속재로서 Zr, Ti, Y, Gd, Hf의 5 종류를 선정했다. 금속
수소화합물은 고화체로 만들어 수납용기에 밀봉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상정된다.
그런데, 금속 수소화합물은 고온에서 해리되기 쉽기 때문에 수소가 계외 (특히 Na
중에)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수소 난투과성 재료 (수소 barrier 재)
의 개발은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금속수소화합물을 수납하는 용기의 표면에
수소 barrier 재를 표면피복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수납용기재료인 스테인레스강
표면에 수소 barrier (장애물, 방호벽)재로 효과가 높은 산화물을 형성하기 위해, 피
복처리법으로 칼로라이즈법과 크로마이즈법을
측정하였다.

선정하여 피복처리후 수소투과량을

그 결과 칼로라이즈법에는 수소투과 억제효과가 명확하였으나 크로마

이즈법에는 억제효과가 없었다. 미처리재와 비교해서 카로라이즈처리한 경우가 3
order 정도 더 우수한 수소투과 억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카로라이즈 처리를 한 수
납재료를 채용하는 것에 의해 금속수소화물을 고속로 방사선 차폐재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원자로, 재처리시설, 연료가공시설, 수송용기 등의 방사선 환경에서는 장소에 따
라서 감마선, 중성자 존재 비율, 에너지, 강도가 다르다. 각 환경에 가장 알맞는 성
분조성을 설계하고 자유자재로 성형 가공할 수 있는 차폐재가 개발되면, 차폐재 체
적, 중량을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하고, 원자력시설의 경량화,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안전설계 면에서 차폐재의 내열성은 중요한 인자이며 내열성
향상에 의해 시설의 합리화와 설계의 정립성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보통 사용 가
능한 차폐재의 조합에서는 최적화를 도모하는 것이 불충분하고, 차폐 시설을 필요
이상 대형화하고 있는 면이 있다. 또 내열성은 충분치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고자, 차폐 설계코드를 사용하여 최적의 성분조성을 설계하였고 이러한 성분조성에
대해 자유자재로 성형가공이 가능하도록 분말야금법에 의한 제조 공정을 개발하였
다. 또한 각종 방사선 환경 (중성자, 감마선이 복합된 방사선, 고속중성자 및 열중성
자 환경)에서 요구되는 기계적 안정성과 내열성을 갖는 고성능 차폐재의 개발의 개
념을 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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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형 세라믹스 개발
각종 소결법에 의한 시판 세라믹스, CVD법으로 제조한 세라믹스 및
o

단결정에

o

대하여 550 C, 650 C에서 1000 시간 (최장 4000 시간) Na중 부식실험을 실시하여
Na에 대한 내식성을 평가하였다. 단결정이나 CVD 재와 비교시

소결법으로 제조

한 재료의 부식성은 매우 크며 부식량의 온도와 시간 의존성은 산화물계 세라믹스
보다 비산화물계 Si 세라믹스 쪽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거의 모든 재료가 부식 시험
에 의해 중량이 감소하였으나, ZrO2는 중량이 증가하였다. MgO, Y2O3, AlN,
MgAl2O4, Y3Al5O12는 입계부식이 거의 없는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나, TiC와 BN은
내식성이 좋지 않았다. 특히 TiC 와 BN은 단결정과 CVD재에서의 부식량도 커서
소재 자체의 내식성이 나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결법에 의해 제조된 세라믹스는
Na과 접한 면에서 깊이 방향으로 변색 층이 생기며 그 두께는 EPMA 분석으로 측
정한 Na의 침투깊이와 일치한다. 순도가 92 - 99.9%로 서로 다른 Al2O3 에 대해
순도에 따른 부식도를 관찰한 결과, 고순도 Al2O3는 Na에 대해 어느 정도 양호한
내식성을 보이나 순도 95%이하에서는 입계 침식과 그에 따른 균열이 발생하였다.
단결정 Al2O3를 사용한 평가시험에서 Al2O3 단체는 우수한 내식성을 나타내었다. 따
라서 Al2O3의 부식은 입계에 존재하는 불순물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l2O3
의 불순물은 대부분 Si 인데 이로부터 입계상은 Si-O 화합물이 주성분인 것이 명확
하다.
비산화물계 Si-계 세라믹스 (SiC, Si3N4, Sialon)는 Na과 접한 부위에서 선택적
입계부식 양상을 보인다. 또한 소결 세라믹스, CVD 세라믹스, 단결정 등의 부식성
비교로부터 Na에 의한 부식손실은 대부분 입계부식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Si3N4의 TEM/EDS 의 관찰 결과, 부분적으로 결정화된 입계에서는 Na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상으로부터 Si-계 세라믹스의 Na에 의한 부식거동도 알루미나과 같이

입계부식이 지배적이며 그 원인은 원료분말의 산화와 소결조제와 모상성분이 소결
과정 중의 반응으로 생성된 입계상 중의 Si-O 화합물이 Na와 반응 (Na2SiO3 의 생
성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큰 중량손실은 이 반응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
지고 이 반응 이외에도 입계생성상이 Na 중으로 빠져나가거나 입계의 취약화에 따
른 결정입계 탈락에도 기인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내부식성을 개선하기 위
해서는 입계의 조직, 구조를 제어하여 입계부식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Al2O3와
강도특성이 우수한 Si-계 세라믹스 (SiC, Si3N4, Sialon) 4 종류에서 입계를 제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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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신형 세라믹스를 제조하여 550 C와 650 C 에서 1000 - 4000 시간 Na 중에서의
부식시험을 수행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고순도 Al2O3의 부식량이 시판되는
Al2O3에 비해 대단히 적었으며 입계부식양상, 재료 내부로 Na의 침입 등이 나타나
지 않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Si-계 세라믹스에서는 전체적으로 재현성 있는
결과들이 얻어졌으며 Si3N4 와 Sialon은 입계상을 결정화하면 입계 부식을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SiC 에서는 중량손실이 시판재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입계
부식도 일어나 새로운 형태의 개량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4) 경사기능재의 개발
고속로용 경사기능재 개발을 위해 재료설계 방법 및 제조 공정을 검토하였다.
동연개발의 범용 유한요소 해석코드 [FINAS]를 물성치의 관계수에 따라 조합하여
개선하여, FGM의 열응력, 열전도도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성치를 기초로 하여

무경사기능재료의 물

PSZ/SUS 계 FGM의 각종 물성치를 조성 및 온도의 변수로

정식화하였다. 평판상 FGM 에서 △T = 1000 K의 큰 온도 변화하에서 비정상탄성
해석을 한 결과 큰 온도 변화에서 열차폐성 중시형 FGM이 열응력 완화의 점에서
유리한 것이 명백해 졌다.

고열 유속환경에서 열전도, 열응력 해석을 한 결과 고열

유속 환경하에서는 열전달 성능 중시형 FGM이 열응력 완화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PSZ + SUS 의 2 층 적층재와 PSZ/SUS 계 FGM의 열응력완화 특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FGM의 우위성을 검증하였다.
분말적층법(MA/HIP법)에 따라

PSZ/SUS 계 원통상 FGM을 제작한 결과, 형상

및 크기 제어가 곤란하여 원통상 FGM 제작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방법으로 PSZ/SUS 계 원반 형태의 FGM을 시험제작한 결과 세라믹스
rich 층의 계면간 강도가 약하고 캡슐 제거시 균열이 발생하였고 각 계층면의 평활
화 및 두께 제어가 곤란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한편 mechanical alloying, 진
공 plasma 소결법으로 원반상 PSZ/SUS 계 FGM의 시험 제작이 가능하였다. 혼합
분말 균일화를 위해서는 조성이 다름에 따른 MA 조건 및 소결 조건의 최적화가
필요하며, 건전한 FGM 제조를 위해서는 다중 소결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MA 처
리 --> 프라즈마 소결법에 의해 Al2O3/SUS 316 계, Si3N4/SUS 316 계 FGM의 시
험제작을 행한 결과, Al2O3/SUS 계 FGM은 제작이 가능하였으나, Si3N4/SUS 316
계 FGM은 균열이 발생해서 제작이 불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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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에서 1993년까지 실시한 제 1기 프론티어 재료연구에서 고성능 제어제, 고
성능 방사선 차폐재, 신형세라믹스 및 경사기능재에 관하여 최적의 재료 설계기법
과 제조 공정 등 기반 재료기술을 확립하였으며, B4C보다 수명이 긴 신형 중성자
흡수재, 여러 방사선환경에 적용이 가능하고, 동시에 우수한 내열성을 가진 고성능
방사선 차폐재, 우수한 수소 난투과성을 가진 수소 barrier 재, Na에 대해 내식성이
우수한 신형 세라믹스를 제작하였다.

그 결과 고성능 방사선 차폐재와 고성능 방

사선제어재 등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다.

나. 제 2기 계획

1994년 부터 제 2 기 연구에서는 신형 세라믹스의 강도특성 및 중성자 조사특성
의 본격적인 평가를 행하고 Si-계 세라믹스에 대해 계속적으로 내식성 개선을 추구
한다. 경사기능재에 대해서는 고속로용 경사기능재의 제작을 위해 제조 공정을 본
격적으로 개발하고 시험제작 시편의 제반특성을 평가한다. 또한 신규 테마로서 내
식성, 강도, 연성 등의 개선 및 신기능의 발현을 위해 이온주입법 등으로 재료표면
개질 기술을 개발하고 또한 MOX등 연료제조시설에서 필요한 고성능 투명 차폐재
를 제작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1은 상술된 원자력 복합환경에 대한 제
2기 계획 개념도이다.

(1) 복합환경용 세라믹스의 Multicomposite화와 다차원계 평가

원자력 기술의 비약적인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열부하환경 (핵연료부)과
고부식성환경 (냉각재) 과 같이 모든 성질이 크게 다른 이종 환경간에 적합한 경계
재료 개발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제 1 기 연구에서 액체 나트륨 내식성이 금속계
재료보다 몇 단계 우수한 세라믹스의 개발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계 재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화학적 내식성 외에도 열특성, 기계적 성질, 내방사선
특성 등의 제특성이 동시에 요구된다. 세라믹스계 재료에는 이러한 성질에서 우수
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적지 않지만 단일 단체 재료로서는 제특성을 모두 만족하
기는 어렵다. 제 2 기 계획에서는 각각의 단체 세라믹스의 우수한 특성을 겸비한
multicomposite 재료의 제조 방법에 관한 기반기술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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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온 확산, 각종 표면분석, 표면 열확산율 등의 분석·평가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
하여 이온조사, 표면개질, annealing 등에서 발생 혹은 소멸하는 결함구조와 조성·물
성 변화를 해명함으로써 재료 개발을 효과적으로 진전시켰다.

(2) KOH에 의한 부식시험법

고온 액체 Na에 의한 재료 부식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액체 Na 이 물과 격렬하
게 반응하기 때문에 대단위 시설과 수천 시간의 장시간이 필요하다. 실험실용 소형
장치에 의해 간편하고 신속한 평가 방법 개발을 목적으로 이하의 실험을 행했다.
밀봉형 테프론 내장 stainless 용기 (내부용적 20 cc)를 사용하여 KOH 수용액에
5 x 5 x 1 mm 의 시험편을 100-180℃, 10-74 시간 침적하여 시험편의 중량변화를
측정하였다. 시험편으로는 Na 침적 실험에 사용된 시편과 동일한 YAG 및 알루미
나 단결정 (기계적 연마에 의한 경면시료)을 사용하였다. KOH (二規定, 180℃)에
의한 각종 시험편의 부식량과 부식시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시편에서 시험개
시부터 수시간 사이에 부식속도가 비교적 빠른 초기과정을 거치며 그 후에는 정상
적인 부식과정을 갖는다. 또 동일한 단결정에서도 부식을 받는 결정면에 따라 상당
히 큰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알루미나의 (1010)면의 부식량은 (0001)면의
2/3 정도였다. 또 동일한 결정면에서도 연마 상태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mechano- chemical 법으로 잘 연마한 알루미나 단결정 (표면 조도 Ra 가 1 nm 이
하)은 표준 연마 시료에 비해 부식량이 1 order 정도 감소함을 알 수 있다. KOH
부식과 Na 부식에서는 부식 기구가 당연히 다를 것이지만 자세한 것은 명확하지
않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각종 세라믹스의 부식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3) 세라믹스 multicomposite화

중성자 조사에 강한 bulk와 내식성이 강한 표면층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은 세라
믹스의 multicomposite 재료의 제조에 필요한 물리 화학적 인자의 추출과 제어를
당면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후보재 가운데 YAG는 알루미나보다 우수한 내식성을
보이기 때문에 알루미나의 내식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알루미나의 표면에 Y ion을
주입하여 구조와 내식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Y 금속을 스파크원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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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ochemical 처리에 의해 충분히 연마한 Al2O3 (0001) 단결정 기판에 무기재질
연구소의 반데그라프형 가속기를 이용하여 Y ion을 1 MeV의 가속 전압으로 주입
하였다. 주입효과를 상세히 검토하기 위해서 기판의 일부를 마스크하여 주입부와
미주입 영역을 설정하였다. 부식 중량변화에 한해서는 부식 현상을 정확히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온 주입면과 미주입면의 변화를

부식면의 형태적 구조적 변화를

통해 검토하였다.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미세구조를 보면, 미열처리 시료의 경우
미주입면에서는 기계적 연마 조작에 의한 결함이 명확히 존재하지만 Y 주입을 한
경우는 결함이 소실되었다. 이온 주입에 의해 결함이 도입되어 표면층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 시료를 1200℃에서 수시간 열처리한 경우 미
주입면의 etch pit 상태는 변화가 없었지만 주입면에서는 etch pit의 크기가 미주입
면보다 상당히 작아져 언뜻 보기에는 내식성이 향상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각종
처리에 의한 면의 높이 변화를 AFM형 조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1200℃ 열
처리 온도에서는 이온 주입에 의해 불안정하게 된 영역이 우선적으로 용해되고 그
후에 etch pit 이 형성되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지게 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1400℃에서 열처리를 행하면 주입면의 높이는 미주입면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SIMS에 의한 Y의 깊이 분포 분석 결과에 따르면 Y의 농도 분포는 미열처리 <
1200℃ 열처리 < 1400℃ 처리의 순으로 보다 깊은 곳까지 주입되었다. 열처리 과정
에서 Y의 분포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위의 순서와 반대의 순으로
부식량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지금까지 실험에서는 현저한 이온 주입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
다. 그러나 1400℃ 열처리 시편의 레이저 현미경 사진으로부터 부식면 위에 돌기물
이 관찰되었는데 이 돌기물은 다른 부분에 비해 내식성이 높기 때문에 잔류하는 것
으로 여겨진다. 이 돌기물의 Y 농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아직 화합
물 상태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고 Y 농도 화합물은 고내식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내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결정면 및 결정내부의 결함제어가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 때문에 필요하게 되는 결함 모니터링 기술은 단독으로는 한
계가 있어 다양하게 (공간, 시간을 포함) 가장 유효한 방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세라믹스 표면 상태와 알칼리 금속 흡착

- 35 -

표면 끝단의 결합상태 및 알칼리 흡착자와 상호 작용을 저속 이온 산란법을 이
용하여 해석하였다. Pt (111), W (110), Si (100), Ge (100), TiO2 의 표면에 Cs, K,
Na을 흡착시켜 결합 상태에 관해 검토하였다. 흡착자가 낮은 피복율을 갖는 경우
Pt 와 W 등의 금속에 흡착하는 알칼리 원자는 공유 결합을 하며, Si, Ge, TiO2 등
의 반도체 표면상 흡착에서는 이온 결합을 하기가 쉬운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Na
흡착자는 K, Cs 와는 약간 다르게, TiO2 (110) 표면에 흡착은 이온 결합성이었지만
Si, Ge 에 흡착에서는 Na 는 완전히 이온화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a
이온화 에너지가 다른 알칼리보다 약간 큰 것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재
료 표면 끝단의 상태 및 흡착 현상 해석은 미시적 관점에서 부식 반응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과제이다. 금후에는 내식성 세라믹스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상에 보면, 일본에서는 경수로 기술 고도화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기기·부
품을 신소재로 대체하려는 연구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ANERI에서 1986년부터
1996년까지 11년간 진행된 연구개발 과제수는 총 93건으로 이 중에서 금속계 소재
32건, 세라믹스 소재 43건, 고분자계 소재가 16건으로 세라믹스 소재에 관련된 연구
과제수가 가장 많아 세라믹스 소재가 갖는 내마모성, 내식성, 내열성 등의 다른 소
재가 갖지 못하는 우수한 특성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ERI에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세라믹스는 SiC, Si3N4, Al2O3, Cr3C2, glass,
MgAl2O4, C/C 복합체, TiC, TiN, ZrO2, CrN 등 광범위한 소재를 망라하고 있으며
단미 (monolith), 복합체, 코팅 등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원자력 기반기술
종합적 연구에서는 고속로용 제어제로 B4C 계 복합체와 보론계 화합물, 고성능 방
사선 차폐재, 내알칼리성 산화물, 탄화물, 질화물 세라믹스, 경사기능 재료 (FGM:
Functionally Graded Material) 등에 대한 개발과 특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 세라믹스 소재는 기존의 소재보다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
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수 펌프 축수 및 펌프 packing, 가스
킷과 제어봉 구동장치 가이드 롤러 등 일부 부품에는 실제 기기에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ANERI에서 개발된 많은 소재들이 실제 기기에 적용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원자력 발전소의 엄격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
기에는 소재의 노내외 특성 등 관련 데이터 베이스의 축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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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재의 특성평가와 관련된 각종 시험법의 신뢰성과 장기간에 걸친 내구성의
검증 방법, 가격 경쟁력 등이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세라믹스를 원자력 분야에
보다 다양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특성의 세라믹스 소재를 제조하는 것 뿐
만 아니라 특성 평가 기술의 확보 및 노내외 특성 데이터 베이스의 축적이 절실히
요구된다. 세라믹스 소재와 관련된 연구개발은 기존 경수로의 건전성 확보 측면 이
외에도 차세대 원자로, 핵융합로 등 미래형 원자력 기술의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이
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NERI program 에서는 고온형 원
자로의 구조재료용 SiC/SiC 세라믹 복합재료, 핵연료 피복관용 섬유강화 복합재료,
피복관 코팅용 SiC/ZrC 화학기상 증착기술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등
에 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원자로의 개발을 통
하여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원자로 및 미래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기술을
축적해야하는 시점으로서 미래형 원자로의 독자적인 개발이나 국제간 협력에 참여
하기 위해서는 고온 및 핵적 특성이 우수한 세라믹스의 제조기술 및 특성평가 기술
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제 5 절 Bi-계 초전도체의 제조 및 연구 현황
1. Ag/Bi-2223 고온 초전도 선재 제조

고온초전도체를 전력분야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초전도체를 전기적 특성의 저하
를 최소화 하면서 선 또는 테이프 형태의 장선으로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Corp.) 및

최근

ASC (American Superconductor Co.) 와 IGC (Intemagnetic General
일본의 Sumitomo Electric Co. 에 의해 단위면적당 임계전류인 임계전
2

류밀도 (Jc)가 10 kA/cm 이상이며 길이가 1,000 m 이상인 초전도선재 제조에 성
공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초전도체를 금속(은 또는 은합금)관에 넣어 긴 선
으로 가공하는 Powder-In-Tube (PIT) 공정이다.
장선 제조에 있어 가장 적합한 선재 제조 기법으로는 PIT 공정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PIT 공정의 장점으로는 금속 피복재를 통한 균일한 크기의 선재
화가 가능하며, 화학 분위기나 열충격, 기계적 마찰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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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또한

PIT 공정으로 높은 전기적 특성을 얻을 수 있는 초전도 재료로

는 Bi-2223 고온초전도 상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Bi-2223 고온초전도체는 초전도
전이온도 (Tc)가 110 K 로 높으며 결정의 Bi-O층간의 결합력이 약해 Bi-O층간이
잘 분리되는 동시에 결정립이 판상형을 지녀 압연 및 pressing 등의 기계적인 가공
시 입자가 압연면에 평행하게 배열하는 (00l) 집합조직을 가지며 열처리 후에도
(00l) 집합조직이 유지 강화된다. Bi-2223 상의 결정학적 a-b면은 c축 방향에 비해
전류통전 능력이 크다. 따라서 (00l) 집합조직을 갖는 Ag/Bi-2223 초전도선재는 압
연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높은 통전능력을 갖는다. 초전도-금속 복합선재의 피복관
으로 은 또는 은합금을 사용하는 것은 은이 Bi-2223 초전도체와 반응성이 낮은 한
편 Bi-2223 고온상의 생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5].
4

2

10 A/cm 급 장선 제조화를 위한 최대의 걸림돌은 선재내의 입계나 단면적 분
포에 따라 집합조직이 불균일하고 비등방적이어서 입자 간의 통전 흐름이 쉽게 와
해 또는 저해 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논리의 뒷 받침은 Larbalestier 등이 2 mm
선재 core를 압연 방향에 따라 부분별로 100 μm씩 나눠 측정한 결과[6], 은 피복재
부근에서의 임계 전류밀도 값이 선재 내부 보다 약 3배 가량 높다고 발표하였으며,
최근 magneto optical image를 통해 flux의 흐름을 실제 관측함으로써 논리를 구체
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7,8].
높은 임계 전류밀도값을 얻기 위해서는 그림 2에 나타낸 것처럼 분말에서 열처
리, 가공 공정에 이르기까지 공정 상의 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조정 되어져야
한다. 특히 초기 단계의 초전도 분말의 순도 및 균일성, 분말의 충진 밀도, 분말의
유동성 및 입자 분포는 최종 임계전류 밀도 특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알려
져왔다. 고온상(2223상)을 이용한 다심이나 단심의 장선재 제조는 사용된 분말의 순
도와 균일성에 따라 전류 통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Kim [9]등에 의하면
초전도 분말의 입도의 조절은 분쇄기의 회전속도, 분말량과 ball 및 용액의 비,
milling 시간 및 사용한 ball의 배합에 의해 달라지며 초전도분말의 차이에 의해 최
종 제조된 Ag/Bi-2223선재의 전기적 성질 및 고온초전도상의 생성에 큰 영향을 준
다고 보고하였다.
고온상 형성에 관한 뚜렷한 mechanism은 현재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단
지 minor 상들, 즉 2201상, Ca2PbO4, CaCuO2, (SrCa)2CuO3, CuO 상등이, 선재의 고
온상 형성 온도인 840 ℃ 부근에서 액상을 형성한 후 저온상인 2212 상과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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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함으로서 발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Ag/Bi-2223 고온 초전도 선재의 연구 현황

고온초전도 물질을 수많은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첫단계로서 장선재를 제조하
고자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Bi계 초전도에서 은 혹은 은합금을
사용한 PIT 공정은 장선의 초전도 선재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지난 수 년간 PIT 에 의해 선재를 제조하고 그들의 임계전류밀도
(Jc)의 향상에 상당한 진보가 이루어졌으나

Bi계 초전도체와 같이 취성이 큰 다성

분계 산화물에서 순수한 상을 얻고, 결정학적 집합조직을 갖게 하고, 입자간의 연결
을 좋게하고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얻어야 하는 복잡성으로 인해 고온초전도체의
상업화가 지연되고 있다.
고온 초전도체의 산업적 응용을 위해서는 많은 분야에서 균일한 전기적 성질을
갖는 km 수준의 긴 길이의 선재가 요구되며 대형 자석에서 단위 코일 간의 상호
연결과 같은 분야에는 선재 사이의 초전도 접합이 필요하다[10-12]. 고온초전도체는
가공 또는 사용중에 일어나는 축방향 또는 휨응력과 작동중에 일어나는 자장에 의
해 발생하는 응력(Lorentz force)등의 기계적 응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변형하에서
이들 선재의 전기적 성질은 산업적인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13].
은은 초전도선재의 기계적 성질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변형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심선재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PIT법으로 제조된 1296심의
선재와 금속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수천개의 filament를 갖는 선재가 보고된 바 있
다. 그러나 미세구조에 즉, 전기적 성질에 주는 은의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전에는 전류가 초전도체 bulk 전체를 통해 흐른다고 생각했으나 최근의 연구에 의
하면[14] 대부분의 전류는 은과 초전도체의 계면을 통하여 흐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PIT 선재에서 전류흐름을 관찰하기 위한 방법인 magnetooptical flux imaging
method가

Argonne national laboratoy (ANL) 및 Wisconsin 대학에서 개발되었다

[15, 16]. 자기광학적 특성측정 방법에 의해 PIT 선재에서 전류가 선택적으로 흐르
는 경로를 알아내었으며 이로 인해 잘 배열된 입자구조가 전류흐름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였다. 이 계면의 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해 wire-in-tube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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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및 double-core PIT법[18]등이 제안되었으며 이들 방법이 Jc를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방향의 연구에 의해 PIT법에 적절한 etching 기술을 가미하여 제조한
Ag/BSCCO 다층을 개발되었다. 이러한 다층 선재는 단심선재에 비해 은에 대한 초
전도체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변형 저항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구조의 선재는 선재의 강화 뿐 아니라 응용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변형에 견디는
선재 제조에 유용하다. 또한 은과 초전도체간의 계면 면적의 증가는 전류흐름을 도
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Ag/BSCCO 선재의 열악한 자장의존성, BSCCO 상 생성의 좁은 온도 영역 그
리고 선재에서 일관된 성질을 얻기 위해 조절해야 하는 수많은 변수들로 인해 새로
운 재료 및 가공방법에 대한 개발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YBCO 박막/후막
6

2

기술을 연구하는 그룹에서는 10 A/cm 이라는 매우 높은 임계전류 밀도를 갖는 선
재를 제조하였다[19,20]. 그러나 이 중 한 기술인 금속 tape 위에 YSZ

박막을 제조

하는 ion-beam-assisted deposition(IBAD)법[19]은 느린 공정속도로 인해 공업적으
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모재를 압연함으로써 집합조직이 우수한 금속 tape
를 얻어 이 위에 buffer 층 및 초전도 박막을 증착시킴으로써 우수한 특성을 얻는
rolling-assisted biaxial texturing법은 이에 비해 장래가 밝으나 PIT에 비견할 만한
규모의 제조기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PIT법
에 의해 제조되는 Ag/BSCCO 선재의 꾸준한 특성 향상에 의해 현재 임계전류 밀
5

2

도가 10 A/cm 에 이르는 선재가 제조되고 있으며 장선의 고온초전도체를 제조하
는데 있어서

PIT 법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시키고 있다. 표 6에 미국의 국립 연구

소와 회사에서 최근에 개발된 각종 선재 및 코일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가. 분말합성 및 장선 제조

BSCCO 초전도체의 장점은 높은 임계온도 뿐 아니라 입자가 운모와 같은 성질
을 지녀 기계적 변형에 의해 집합조직을 쉽게 형성할 수 있으며 BSCCO초전도체
생성시에 액상이 존재함으로 인해 초전도체의 치밀화를 도와주는 한편 기계적 공정
중 형성된 미세조직의 결함이 쉽게 제거될 수 있다는데 있다[21-23].
BSCCO

초전도체

분말의

제조는

일반적인

- 40 -

고상반응법

뿐만

아니라

two-powder 공정, 공침법, 졸-겔법, 동결건조법, 분무건조법등 많은 방법에 의해 이
루어지고 있다. 고상반응법은 산화물과 CaCO3, SrCO3 등과 같은 탄산염을 출발물
질로 사용하며 소결된 시편에서 보통 Sr-Ca-Cu-O, Ca-Cu-O, Cu-O 와 같은 편석
된 큰 입자들이 잔존하기 쉽다. 공침법은 탄산염을 출발물질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화학양론을 조절하기가 힘드며 침전제로 사용하는 oxalic acid 에 의해 침전과정에
서 탄산염이 형성된다는 단점이 있다. 졸-겔법은 균일한 입도분포의 아주 미세한
분말을 제조할 수 있지만 이 또한 citric acid 의 사용으로 인해 탄산염이 생성된다
는 단점을 갖는다. 동결건조법은 고품질의 YBa2Cu3O7-x 분말을 제조하는데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용액의 급속한 냉각을 통해 상의 편석을 막아 원자단위의 혼
합이 가능하며 침전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탄산염의 형성을 방지할 수 있다.
분말 합성과정, 열처리 온도, 기계적 변형 조건, 냉각속도, 열처리 시간이 선재
의 전기적 성질에 주는 영향에 대한 이해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이 방향으
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4-26].

PIT 선재의 열처리는 보통 BSCCO 초전

도체의 융점 근처에서 행해지는데 이때 형성되는 액상이 미세조직의 치밀화와 입자
성장을 촉진시킨다. 최근 ANL에서 개발된 초음파를 이용한 비파괴 검사법은 이러
한 액상의 거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27]. 매질 내에서 초음파의 전파속도는
초전도체의 영율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액상이 형성됨에 따라 전파속도는 증가하게
된다. 선재를 등온 열처리하면서 이 방법을 적용한 결과 초음파의 전파속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초전도체 내의 액상량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BSCCO 선재를 산업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특성을 갖는 장선재의 제조
가 필수적인데 미국의 IGC 는 ANL 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수백 m 길이의 단심
및 다심 장선재를 제조하였다[28-30]. 이들이 제조한 선재의 특성을 표 7에 정리하
였는데 단선재의 경우 최대 51 A 의 임계전류를 얻었으며 1,260 m 의 다심 장선재
의 경우 12,000 A/cm2 의 임계전류 밀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PIT 법에 의한 BSCCO 선재의 특성이 꾸준히 증진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장선재들은 자석으로 응용할 경우 pancake coil 이나
racetrack 형태의 solenoid 로 감게 된다. 고온 초전도체 자석은 이와 같은 coil을 적
층하고 직렬로 연결시켜 제조하는데 20 개의 pancake coil 로 제조한 자석의 경우
4.2K, 0T에서 약 3.2T의 자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기에 사용된 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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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체 길이는 2,400 m 였으며 coil 의 내경과 외경은 각각 0.04 m 와 0.203 m 였
다. 이와 같은 고온 초전도 자석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저온 초전도 자석과 함께
사용하여 더 높은 자장을 얻을 수 있는 hybrid magnet 으로 제조될 수 있는데 이
는 MRI 와 같은 감지 장치 등에 폭넓게 응용될 수 있다.
일본 Hitachi 연구소의 Okada 등은 최근 22.8T 의 자장을 발생시키는 초전도
자석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31]. 이 자석은 21T 의 자장을 갖는 저온 초전도
자석에 Ag/Bi-2212 다심선재를 집어 넣어 제조한 것으로 각각의 coil이 72개의 권
선수를 갖는 4개의 double-pancake coil 로 이루어져 있다. 장입된 고온 초전도 자
석은 4.2K, 21T 의 자장하에서 1.76T 의 자장을 발생시켰는데 이는 고자장 NMR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IGC 에서는 racetrack 형태의 solenoid를 사용하여 고온초전도 변압기를 개발하
였으며 Pirelli 사의 Bolza 등은 ASC에서 제조한 BSCCO 선재를 사용하여 50 m 급
의 통전선을 제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통전선은 액체질소 온도에서 1,800 A 의
통전 능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32]. Driscoll 등은[33] 고온 초전도 선재를 사용
하여 149 kW 급의 모터를 개발하였으며 전류 인입선, 한류기 등과 같은 분야도 활
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나. 초전도 접합

BSCCO 장선재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야에서는 선재간 또는 코일간의 접합이
요구된다. 많은 분야에서 이 접합부는 일정한 저항을 갖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임계전류가 커지고 자석 및 코일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ohmic heating이 증가하
여 초전도체의 전반적인 효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고온 초전도체 접합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용융법, 고온가압법, 일축가압과 열처
리의 혼합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10]. 접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BSCCO 초전도
체를 접합부에 노출시켜야 하는데 기계적인 방법으로 은을 벗겨낼 경우 초전도체가
손상을 입기 쉬워 전기적 특성의 저하를 가져온다[11].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화학적인 에칭을 통해 초전도체를 노출시키는 방법
이 개발되었다[10,13]. 접합시키고자 하는 부분만 남겨 놓고 다른 부분은 Teflon 으
로 보호하여 NH4OH/H2O2/H2O 용액으로 에칭하면 접합부의 은이 제거되고 초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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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나타나게 된다. 에칭후 Teflon을 벗겨내고 두 선재를 서로 밀착시켜 일축가압
과 열처리 공정을 반복하면 접합부가 없는 선재와 비교하여 60-70% 이상의 임계전
류값이 유지된다. Lee 등은[12] 비슷한 방법에 의해 다심선재를 접합하는 방법을 개
발하였는데 반복적인 화학적, 기계적 공정을 통해 접합부를 계단과 같은 형태로 만
든후 선재를 접합하였다. 이 경우 임계전류가 접합을 하지 않은 선재와 비교하여
75% 이상의 값을 유지하였다. 선재의 제조공정과 마찬가지로 접합공정도 입자크기,
열처리 온도, 가압 정도, 기계적 공정의 이력, 선재 및 접합부의 형태 등 많은 변수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화학적 에칭에 의한 초전도 접합은 일반적인 PIT 공정을
접합에 응용하는 것으로 선재의 산업적 응용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
다.

다. BSCCO 선재의 변형 저항성

BSCCO 초전도체와 같은 세라믹스가 갖는 취성은 초전도체를 선재 형태로 제
조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온다. PIT 공정에서 clad 로 사용하는 은은 연성이 좋아
PIT 공정에 적합하고 어느 정도의 강화 효과를 가져오지만 선재에 충분한 기계적
견고성을 부여하기에는 충분치가 않다. 대부분의 선재 응용 분야에서는 선재를 코
일 형태로 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의 인장 및 휨 응력이 발생하
고 Lorentz force 에 의한 hoop stress 의 발생으로 인해 제조 공정과 운전과정에서
초전도 선재에 손상을 입히게 된다.
따라서 BSCCO 초전도 선재의 변형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
었는데 초전도체에 은을 첨가하는 방법, 새로운 clad 재료의 개발 (AgMgNi, Ag-10
at.% Cu, Ag-Al2O3 등), 선재의 다심화 및 다층화와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34-39]. 선재를 다심으로 제조하면 단심에 비해 은의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선재의
기계적 특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Singh 등은 초전도 코어에 은을 첨가함
으로써 임계 전류밀도의 큰 저하가 없이 변형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37]. 은의 양이 증가될수록 전기적 특성은 어느 정도 감소되지만 선재의 변형 저항
성에는 확실히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그림 3은 단심 및 다심 선재에서 은의 양
이 증가함에 따른, 즉 fill factor 가 감소함에 따른 선재의 변형 저항성을 나타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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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i-계 초전도체의 응용

초전도체를 이용한 응용 연구의 진행 방향은 규모에 따라 일반적으로 크게 3
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핵융합과 가속기와 같은 대규모 system을
요하는 부분으로 대략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공동 연구 분야와, 두번째는 에
너지 저장 장치(SMES), fly wheel, generator 등 국가 주도급의 연구 분야, 마지막
으로 기업체 단독 주관하의 수행 가능한 자석, current lead, 송전선, busbar등을 들
수 있다

가. 송전선

현재 산화물 고온 초전도체가 실제 cable로서의 실용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는, 극복되여야 될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제기되는 문제점들로는 1) Flux creep, 2)
AC loss, 3) 접합 및 Termination, 4) Fault current performance, 5) 안정성 및
Aging 영향, 6) 77K 이하의 온도에서 고전압 특성의 절연 피복재 선정등, 기타 여
러 가지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송전, 배선 등의 전력 system 응용

을 위해서는 장선을 안정적으로 제조할 수있는 공정 연구가 우선 선행되어야만 될
주요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이다.
현재 미, 일을 위시한 선진국에서는 사전 축적된 기본 기술을 바탕으로 장, 다
심 선재 개발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동경 전력회사(Tokyo Electric
Power Company)에서는 기존 duct나 tunnel에 설치된 송전선을 초전도 cable로 바
꾸는 작업에 이미 착수하였다. 구체적으로 66kV/1GVA 송전선 개발에 상당한 진전
을 보았으며, 다심 선재를 이용, 5 m 길이의 유연한 송전선 개발에도 성공하였다.
선재

개발에

Superconductor

있어서
Co.)와

대표적인

선두

IGC(Intemagnetic

주자로는
General

미국의

Corp.),

ASC(American

일본의

Furukawa,

Toshiba, Chubu, Sumitomo 전기 회사들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단심의 최
4

2

대 임계 전류밀도값은 77 K, 0 T 에서 대략 7x10 A/cm , 100 m 이상의 장선에서
4

2

는 1x10 A/cm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미국
2

2

IGC 사는 단선에서 45,000 A/cm , 일본 Toshiba사의 66,000 A/cm [40], Sumit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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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2

사의 53,700 A/cm [41], 장선에서는 1 km의 길이에 10 A/cm 으로 보고하고 있다
[42]. 다심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 IGC사는 37 다심, 850 m 길이 선재에서 10,500
2

A/cm 의 Jc 값을 얻었다.
선재를 장선화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널리 이용되는 PIT 방식 이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기법들이 검토되고 있다. Jelly-roll 방식, Pyrolysis of organic acid salts
기법, Dip coating 기법, Electro- phoretic deposition 기법등을 통한 다심 선재 제
조가 이러한 특별한 예들이다. 이러한 방식들은 Bi-2223상 보다는 저온에서 임계전
류밀도값이 높은 Bi-2212상 선재 제조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다. Electrophoretic
coating deposition 방법은 연속적 선재 제조 방식 중의 하나로, PIT 방식에 비해
비교적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연속적이여서, 일본의 Sumitomo 사, 미국의 IGC 사,
ASC 사, General Atomic 사등의 기업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개발 중에 있
다. 이 공정은 평평하거나 둥그런 은판이나 은 튜브에 slurry 상태의 초전도체를 연
속적으로 coating 한 후, 인발 공정 없이 압연, 열처리하고 있다. 표 8은 최근
Electrophoretic deposition 기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미국 General Atomic 사의 선
재 특성 도표이다.
하지만 실제 초전도 선재가 motor의 coil 이나 generator system 등에 도입하였
을때, coil은 운전 도중 열적, 기계적으로 큰 strain cycle을 받게 된다. 이러한
strain은 테이프의 미세구조에 microcrack을 수반하는 약결합(weak links)을 야기하
게 되고 결국에는 Jc의 감소를 가져온다.
또한 AC를 필요로 하는 응용 분야에 있어서도 와전류(Eddy current)에 기인한
filament coupling 손실은 해결되어야 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궁극적으로 AC
Loss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복재 저항을 높여야 하며, strain tolerance를 극복할 수
있는 twist된 다심 선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strain tolerance 증대를
위한 피복재(sheath material)의 물성 개선이나 새로운 공정 개발에 관한 연구들도
미, 일을 중심으로 꾸준히 지속되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Los Alamos 국립
연구소에서는 Ag-Al, Ag-Mg, Ag-Zr 을 포함한 15개 종류의 Ag 합금에 관한 피
복재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 밖의 strain tolerance 증대를 위한 연구도
병행되어 왔는데, Miller 등과 Li 등은 Bi-2212 분말에다 은 분말이나 은 coating된
2212 상의 microfilament를 첨가 한 후 4.2 K에서 20 K 범위에 걸쳐, Jc loss를 연
속적으로 측정 하였다[43,44]. 또한 Sato 등은 126 다심 선재를 제조, 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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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 tolerance 증대를 가져왔지만, 1% 내 bending strain 범위에서, 10% Jc 감소
를 가져왔다[45].
미국 ASC 사의 최근 선재 twist 결과에 따르면 twist pitch가 3.7 mm, 7.1 mm
2

2

시 Jc 값이 13,800 A/cm 과 15,300 A/cm 로 보고하고 있다. 이 값은 twist 되지
2

않은 선재의 Jc 값, 18,600 A/cm 보다는 약간 낮은 값이지만 선재 전체에 대한
AC loss 치는 일반 선재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46]. 이 밖
에도 다심의 형태에 관한 연구가 미국의 IGC나 ASC(American Superconductor
Co.)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표 9에 현재 각국에서 개발된 송전선의 특
성을 요약하였다.

나. Current lead

액체 헬륨의 소비나 액체 헬륨의 냉각 부하를 덜기 위해서 Bi계를 중심으로한
current lead 연구가 선재 연구와 더불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사용
전류 형태에 따라 두가지 Bi계 current lead 형태로 나눠, 상용화 되고 있다. 첫째는
큰 DC 용도로 사용되며, 주로 은 피복재 선재를 여러겹 겹친 형태(stacking)의
current lead로서,

고온에서는 은 피복재를 통한 열 전달을 최소한 감소시키기 위

해 선재의 두께를 두껍게, 저온에서는 반대로 층 두께를 얇게 조절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Sumitomo 사에 의해 제조된 단자의 heat leak는 DC 2.5KA에서 운전
시 0.412 W/KA 였으며 1.5년 기간 동안에도 안정적으로 운전되었다 [47]. 둘째는
큰 AC에 견딜수 있는 산화물 자체 만의 current lead로 일반적인 방법인 Bi계
green compact를 고상 반응에 의해 소결, 제조하고 있다. 일본 Fuji사와 Furukawa
사의 공동 연구에 의해 제작된 단자의 heat leak는 AC 2KA에서 운전시 2.58
W/lead 였으며 최대 전류 통전 용량은 AC 2.45 KA로 보고 되고 있다[48].

다. Coil 및 자석

고온 산화물 초전도체를 이용한 자석 응용은 4.2 K에서 77.3 K에 걸쳐 다양한
온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Bi계를 이용한 초전도 coil은 30 K 이하에서 탁월

한 Jc-B 특성을 보이고 있어, 4.2 K에서 20 T 이상의 높은 자장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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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 자석에 대한 산화물계 초전도체 응용은 제작 방식에 따라 크게 두가지
로 구분된다. 첫번째 방식은 단지 산화물계 선재 만을 이용하여 수 T의 초전도 자
석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Bi-2223상의 선재를 이용한 자석 제작 방식으로 이미 4 K
에서 2.5 T를, Bi-2212 상의 선재로는 0.7 T를 얻을 수 있었다. 현재 보고된 가장
높은 자장의 자석은 Sumitomo 사가 개발한 직경 60 mm, 61 다심의 Bi-2223 선재
를 이용하여 4.2 K에서 4 T, 21 K에서 3 T의 자석이다[47]. 이때 61 다심 선재의
2

2

Jc는 4.2 K에서 42,000 A/cm , 27 K에서 30,000 A/cm 으로 보고 되고 있다.
두번쨰 방식은 기존의 초전도 자석에 고온 산화물 선재를 부수적으로 첨가하는
hybrid 형태로, 20 T 이상의 고자장을 얻을수 있는 방식이다. 일본의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etal에서는 기존의 20.9 T의 초전도 자석에다 고온 초전도
선재로 만든 내부자석을 부수적으로 첨가하여 1.8 K에서 21.8 T를 성공적으로 얻었
다 [49]. Sumitomo 사에서는 4.2 K에서 24 T, 27 K에서 23.3 T의 최대치를 얻었다
[47].
냉각 저온조 개발에 있어서, 미국 Brookhaven 국립 연구소에서는 최근 세계에
서 제일 큰 직경 15.1 m 초전도 coil을 77 K 온도 이하로 냉각시키는데 성공하였
다.
그림 4에 미국의 세 회사에서 개발된 여러 형태의 코일에 대한 자장 특성을 나
타내었다.

라. Busbar와 Transformer

일본의 Sumitomo 사와 일본의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최근 Bi-2223의 PIT 공정
을 이용, 길이 5 m, 1,230 A의 대용량 busbar를 공동 제작하였다. 이러한 대용량의
busbar는 Sumitomo 사가 폭 3.5 mm, 두께 0.25 mm의 37 Bi-2223 다심 선재를 사
용 제작하였다. 일본 원자력 연구소의 busbar 연구는 미래의 원자로인 핵 융합로가
가동 시, 약 200 m 이상 떨어진 핵 융합로의 초전도 coil에 50,000 A의 전원을 송
전 가능한 송전선 제조의 목표로, 설계 구상되고 있다. 송전선을 초전도 busbar로
사용 시, 초전도체가 갖는 에너지 효율성 이외에도 사용 공간을 상당량 줄일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Transformer는 전압과 전류를 자유자제로 변환 조정시킬 수 있는 장치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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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transformer에 사용 중인 구리선을 고온 초전도체로 대체할 때 전력 손실 방지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갖게되는 transformer의 장점은 일반적으로 4 가지로 대변할
수있다. 즉 구리선 코일 주변의 절연용 기름 사용 대신, 액체 질소를 대체함에 따른
절연 효율 증대, 약 50% 의 부피와 무게 감소, 제조 원가 절감, 무공해성의 잇점을
들 수 있다.
93년 기준, 고온 초전도체를 이용한 40 MVA 급이상의 transformer 세계 시장
은 약 40억 $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transformer의 세계 굴지 회사인 Swiss ABB사는 미국의 ASC와 국제 공
동 연구를 통하여 630 MVA 급, transformer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ABB사는 우선
96년 말까지 시작품을 제작 선보일 예정이다.

마. 한류기(Fault Current Limiter)

초전도 한류기는 번개, 단선, 다른 제어 문제로 유발 될수 있는 전압 급등에 따
른 고가의 장치나 기기의 파손을 사전 방지하는 장치이다. 미국의 일리노이 초전도
사(Illinois Superconductor Corp.)에서는 95년 4월 Argonne 국립연구소와 함께
12,000 V의 기기에 사용 될 수 있는 600 A 급 한류기 제작에 나섰다. 4십만$ 예산
에 2 년 기간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먼저, 100 A AC 한류기 제작을 목표로 진
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

미국에는

미

에너지

SPI(Superconductivity Partnership Initiative) 프로젝트 team내에

성이

주관하는

Los Alamos 국

립연구소 외 3개의 회사가 참여하는 한류기 개발팀이 이미 결성되어, 연구 수행 중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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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국내외 기술동향 및 기술수준 비고

국내외 기술동향
(국 내)
∙경중수로 분위기에서 세라믹스의 내마모 및 부식 특성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며,
특히 세라믹스 소재의 부식관련 연구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
∙세라믹스 코팅 기술은 대학교나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일부 보고된 결과들은 있
으나 화학증착법을 통한 대면적 코팅 기술은 낙후되어 있음
∙세라믹스 복합체 제조 기술은 장섬유 강화 복합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whisker나
입자분산 강화에 의한 복합체 제조공정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C/C 복합체의 한국
항공 브레이크 디스크이 생산 외에는 경험과 기술이 미천함.
∙Nano 크기의 초미세 세라믹스 분말 제조는 습식화학 방법을 이용하여 많은 연구
가 국내에서도 진행 중이나 자발착화연소법을 이용한 nano 크기 산화물 분말 제조
기술은 원자력연구소에서 중장기 연구중 일부로 지난 3년간의 수행하여 특허출원
및 국내외 학술지와 학술대회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여 실용수준의 성과를 거두
었음
∙세라믹스 소재의 노내 조사 거동 평가는 원자력 소재 응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
한 기술이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 전무한 실정이다.
∙고온초전도 재료기술은 1987년부터 과학기술처의 ‘고온초전도 기술개발’ 과제로 추
진되어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산업체에서 기초적인 재료 및 응용연구가 수행되었
음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연구원 등에서 초전도선재
및 벌크 초전도재료 연구를 수행하여 98년도 현재 고임계전류밀도 초전도선재 (길
2

이 100m 급 장선재에서 Jc > 20,000 A/cm @ 77K) 및 고자력 벌크 초전도체
2

(Jc > 10,000 A/cm @ 77K, self field)제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이 선재를 이용
하여 초전도 전자석용 double pancake coil (0.1 T, @77K)을 설계, 제작하여 다
른 전력응용 기기의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을 확보하였다.
∙대면적 초전도 벌크를 이용하는 플라이휠 전력저장 장치(65 wh 급 @10,000 rpm)
를 개발하여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초전도 전력저장 장치 개발
을 위한 요소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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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술동향
(국 외)
∙ 원자력 분야의 신기능 재료에는 차세대 신형 발전로의 개발에 필요한 특
성을 가지는 복합재료, 초내열 및 단열재료, 핵융합로용 대면재와 같은 구
조용 재료와 융합로용 증식재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력기기의 효율을 크
게 높일 수 있는 초전도재료등이 주 연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음.
∙세라믹스 소재가 경중수로 대체소재로 일본에서는 ANERI를 중심으로 다양
한 대체부품 연구가 추진되고 있음
∙SiC 복합재는 핵융합로의 블랭킷재, 고온가스냉각로의 피복재, 액금로의 내
마모재, 일체형 동력로의 베어링 부재 등으로 원자력 산업에서 다양하게 활
용될 수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각국 등에서 상호 공동연구를 통하여 성능
평가 및 실제 적용을 위한 모사 연구가 활발히 추진 중에 있음
∙SiC 복합재 연구는 일본은 CREST-ACE project로 쿄토대를 중심으로 추
진 중이며, 미국에서는 ORNL과 PNL. 및 기업들이 참여하는 DOE CFCC
program을 통하여 활발한 연구가 92년부터 계속되고 있음.
∙ 초미립 분말 제조는 1980년 중반부터 분말 제조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더
불어 고도의 정밀화학이 접목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Li계 증식
재 분말은 일본 JAERI, 프랑스 CEA, 이탈리아 ENEA 등에서 졸-겔 공정
등을 보고하고 있음.
∙침지형 전자펌프용 Al2O3 분산 Cu코일은 일본 도시바에서 개발되었으나,
소재개발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으며, 미국 SCM 사의 Glipcorp이란 상품
이 양산중.
∙고온초전도 재료기술에 관하여 미국에서는 고온초전도재료가 개발된 1987
년에 곧바로 미국에서 고온초전도 상업화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고온
초전도 재료를 국가적인 critical technology의 하나로 지정함과 동시에 초
전도

주도정책을

수립하여

LANL,

ANL등의

국립연구소와

ASC

(American superconductor Co.), IGC (Intermagnetic General Cor.),
GM 등이 SPI(Superconductor partnership Initiative) Program을 중심
으로 산학연 공동연구를 수행중이며 1000 마력급 고온초전도 모타, 1
MVA급 발전기, 초전도 한류기, 초전도케이블등의 시제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통상산업부 주관으로 송전선, 발전기 연구를 위한 sunshine
project가

추진되고 있고 1988년 Maeda에 의하여 BSCCO고온초전도체

가 발견된 후 동경전력등이 참가하여 ISTEC을 설립하고 고온초전도 실용
화연구를 수행중임.
∙Sumitomo 사는 고온초전도 케이블, 고온초전도 전자석등의 시제품을 개발
하였으며 초전도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등에 대한 연구도 수행중임.
∙이외에 유럽에서도 독일을 중심으로
- 50 -초전도케이블, 플라이휠, 베어링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중임.

기술수준 비교

핵심기술
∙경중수로 분위
기에서 세라믹
스 내마모 및
부식 특성평가
기술

국제 기술수준

확보된 기술수준

∙초임계수에서 세라믹스 열화거동 평
∙고온고압수에서 세라믹스 내마모 측
가 기술과 함께 많은 결과들이 보고
정 장비 자체 설계/제작
되고 있으나 아직은 표준화된 방법이
∙부식방지를 위한 내부식성이 우수한
없고, 기초 자료 및 부식기구 규명에
표면코팅기술 확보
치중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진행되어 온 기술이지만 아직도 개선의 여
지가 요구되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어 확립한 기술임.

∙미국의 Norton, Rohm&Harr, Poco, ∙선진국의 최대 코팅크기인 1 m 정도
Performance Materials, 일본의 도
에는 못 미치나 30cm 직경에 양면코
시바,
아사히유리,
일본카본,
도카이
팅하는
기술이 확보되었고, 이를 위한
팅 및 특성평가 기
가본, 미쓰이 등 세계의 몇 개 안되
장치 설계제작의 Know-how가 축적
술
는 기업이 소유한 기술임
되어 있음.
∙대면적 SiC 코

∙원자력 선진국에서도 몇 개의 기업에서만 가능한 기술이며, 국내에서는 가장
앞서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벤처기업과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
고 차기단계에서 추진하려는 내산화성 세라믹스 제조 연구에 요소기술임
∙미국에서는 DOE CFCC progrm으
로 ORNL, PNL, ANL 및 Dow
corning 등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원자력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및 방
∙일본 금속재료연구소에 파견하여 선
위산업용 소재로 실용화를 추진 중
진 기술을 습득하여 기반기술을 확보
∙장섬유 강화 복
임
하고 있음
합체 제조 및 특 ∙일본도 국가차원에서 문부과학성이
지원하여 고밀화 공정연구가 진행
성 평가 기술
중이며, 프랑스 독일등에서 대형 부
품 적용을 위한 실용화가 추진 중임
∙아직도 개선에 여지가 많은 기술이며, SiC 섬유 복합체 제조 공정은 아직 국
내에서는 전혀 경험이 없고, 원자력 분야 적용에 매우 유망한 세라믹스 소재
이며, 이를 위한 특성자료 생산 및 평가와 제조 공정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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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국제 기술수준

확보된 기술수준

∙Nano 크기 분말 제조 기술은 다양한
∙1차입자크기가 20~50 nm인 초미립
방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원자력 소
분말을 경제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에 의한 초미립 분 재 개발을 위해 적용되는 경우는 매
기술을 확보하였음
우 적음
말 제조 기술
∙추후 원자력 관련 소재 생산에 적용할 것을 검토 중임.
∙ 자 발 착화 연 소 법

∙미국, 일본, 유럽, 러시아 등이 국제공 ∙문헌 조사를 통한 기초자료의 확보
동연구를 통하여 많은 기술이 확보되어
와 미세구조 관찰을 위한 미소시편
∙세라믹스 조사시
있음
조사경험 축적
험 기술
∙추후 선진 각국과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경험과 지식을 빠른 시간내 확보하여
활용하고자 함
∙Bi-2223 초전도 장선재의 대량생산이
∙Bi-2223 장선재 제조 및 초전도
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전력케이블, 전
플라이휠 개발을 위한 요소기술이
동기, 변압기 등의 실계통 적용을 위한
확보되었으며 대형화 및 대향생산
시제품의 개발 및 실험이 진행중임.플
을 위한 연구가 수행중임. 전력기기
라이휠 분야에서도 대형기기를 개발하
∙초전도 기술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
기 위한 소형기기의 신뢰성 시험 및 계
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는 중임
통 투입을 위한 실험이 계획중임
∙국내에서 독자적인 기술기반을 확보하여 특허권을 우회하고, 전력기기의 국내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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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원전용 세라믹 구조소재 특성 평가
1. 세라믹스 구조재 내부식 특성 평가

고온용 구조소재로서 SiC 및 Si3N4와 같은 세라믹스 신소재들은 고온강도 및 산
화저항성이 우수하여 일반산업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의 부품으로 우수한 특성
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1-1-1,2]. 고온에서의 산화저항성 또는 부식 거동은 지
금까지 주로 공기중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왔지만 [1-1-3∼6] 고온, 고압의 수중에
서의 거동은 데이터의 축적이 많지 않다 [1-1-1,2,7∼10]. 따라서 세라믹스 구조소재
들이 원자력 환경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고온, 고압수중에서 소재의 열화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수펌프의 수중축수, 원자로 냉각수 펌프의
mechanical seal, 제어봉 구동장치 가이드 롤러 등의 후보재로서 거론되고 있는 SiC
및 Si3N4 계 소재들에 대해 360℃, 150기압, 순수 및 LiOH 첨가수 조건에서 부식
거동을 고찰하였다. 고온, 고압에서의 부식 실험을 위해 SUS 316으로 제조된 내부
용적 100mL의 mini autoclave를 사용하였다.
Fig. 1-1-1은 Reaction Bonded SiC (RBSC)를 360℃의 순수에서 7일 동안 부식
시험을 행한 후 무게 변화를 관찰한 결과이다. RBSC 소재들은 carbon 분말에 SiC
filler 입자를 각각 35, 48, 60 vol%씩 첨가한 후 Si 액상을 함침시켜 제조한 것이다.
따라서 60 vol%의 SiC filler를 첨가한 RBSC가 free Si의 함량이 가장 작으며 35
vol%의 SiC filler를 첨가한 RBSC가 가장 많은 free Si을 함유하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free Si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RBSC에서 무게 감소가 더 크게 나타
났다. 수분을 함유하는 공기중에서 SiC 및 Si의 산화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2,5].
SiC + 2H2O = SiO2 + CH4
Si + 2H2O = SiO2 + 2H2
일반 공기중에서는 SiO2의 산화층이 보호막으로 작용하여 산화가 느리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실험에서와 같은 고온, 고압의 수중에서는 비정질의 S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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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해되어 보호막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1-1-2,11]. Fig.
1-1-1에서 RBSC에서의 무게 감소는 주로 free Si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Fig. 1-1-2와 Fig. 1-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1-1-2의 X-선 회절분석 결과를
보면 부식 시험전의 RBSC는 많은 양의 Si를 관찰할 수 있는 반면 (Fig. 1-1-2(A))
부식 시험후에는 Si peak의 강도가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 1-1-2(B)).
Fig. 1-1-3(A)와 (B)의 미세구조에서도 SiC 입자들 사이의 입계 부분, 즉 free Si이
존재하던 부분이 침식되어 기공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RBSC의 경우 Si의 산화에 의해 형성된 SiO2가 고온, 고압수중에서 용해되어 Si의
부식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Fig. 1-1-4는 RBSC를 35 ppm의 LiOH를 함유하는 수용액에서 360℃ 조건으로
7일간 부식 시험을 행한 후 무게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순수에서의 결과와 비슷하
게 free Si의 양이 많을수록 부식량이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순수에 비해 무게
감소량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수용액내에서 Si의 가수분해에 의해 형성되는 SiO2
산화막은 상온, 상압하의 산성 또는 중성 수용액에서는 비교적 안정한 보호막을 형
성하지만 pH가 9 이상인 염기성 수용액에서는 다음 반응에 의해 SiO2 막이 쉽게
용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SiO2 + 2H2O = SiO(OH)3 + H

+

(pH > 9)

따라서 순수한 물에서보다 LiOH를 함유하는 수용액에서 free Si의 부식 속도가 빠
를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물에서의 부식 시험에서보다 RBSC의 무게 감소가 더 크
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Fig. 1-1-5는 B 및 C를 소결조제로 첨가하여 상압소결한 SiC와 화학기상 증착
법으로 제조한 순도 99.999% 이상의 CVD SiC에 대한 부식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free Si을 포함하는 RBSC에 비해 부식량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순도의 CVD SiC는 상압소결로 제조한 sintered SiC에 비해 부식 속도가 느
리게 나타난다. sintered SiC는 7일, CVD SiC는 10일 동안 부식시킨 후의 무게 감
소량이 직선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이는 Fig. 1-1-6 및 Fig. 1-1-7의 미세
구조 관찰 결과로부터 설명할 수 있다. 부식전의 시편에 비해 부식 후에는 입계가
뚜렷이 관찰되고 있다. 이는 입계에서의 선택적인 부식에 의한 것으로 입계 부식에
의해 결정립간의 결합력이 약해짐으로써 부식 시간이 길 경우 결정립들이 떨어져
나온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sintered SiC는 B 및 C를 소결조제로 첨가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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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원소들이 입계에 편석되어 입계 부식에 취약한 경향을 나타낸다. CVD SiC의
경우에도 입계에서의 선택적인 부식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증착
공정에서의 결정 성장 방향을 따라 부식이 일어나고 있다. 즉 결정간의 high angle
grain boundary에서 먼저 부식이 일어나고 부식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결정내의
twin boundary 등으로 부식이 진행된다. 다만 CVD SiC의 입계는 sintered SiC에
비해 입계에 편석되는 불순물의 양이 적어 전체적인 부식 속도는 느리게 나타난다.
미세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sintered SiC는 7일부터, CVD SiC는 10일부터 결정립
들이 떨어져 나오는 현상을 보여 Fig. 1-1-5에서와 같이 직선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더 많은 부식량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 1-1-8은 4종류의 Si3N4 시편에 대해 순수 및 70 ppm LiOH 수용액에서 7일
동안 부식시험을 행한 후 무게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8Y, 6Y2A, 4Y3A, 4Y1S 등
은 소결조제의 조성과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각 8 mol% Y2O3, 6 mol% Y2O3 +
2 mol% Al2O3, 4 mol% Y2O3 + 3 mol% Al2O3, 4 mol% Y2O3 + 1 mol% SiO2 가
소결조제로 첨가된 것이다. 순수, 360℃에서 부식 시험을 행한 경우 SiO2가 소결조
제로 첨가된 경우 가장 많은 무게 감소가 일어났으며 Y2O3와 Al2O3를 소결조제로
첨가한 경우에는 Al2O3의 상대적인 양이 감소함에 따라 무게감소량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SiO2나 Al2O3가 소결조제로 첨가되는 경우 비정질의 입계
상이 형성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Fig. 1-1-8(A)의 부식 거동은
Si3N4 소결체의 입계상의 부식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입계상의 결정성이 낮을수
록 부식이 더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8(B)는 70 ppm LiOH 수용
액에서의 부식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4Y1S 시편에서 가장 많은 양의 무게 감소가
일어났으나 시편간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순수에서의 경우와 비교하여 무게 감소량
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는 LiOH 수용액의 경우 부식이 입계상 뿐만 아니라 Si3N4
입자 자체에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Si3N4의 부식 거동을 보다 자세히 고찰하기 위해 쌍용(주)에서 제작한 SN-300을
이용하여 순수 및 LiOH 용액에서 부식 실험을 행하였다. SN-300은 Al2O3 및 Y2O3
를 소결조제로 첨가한 것으로 정확한 함량은 알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한 부식 실험
은 약 1 gallon의 내용적을 갖는 autoclave에서 행하였으며 온도는 300℃, 부식 시
간은 6 시간에서 5일까지 조절하여 무게 변화와 4점 곡강도 변화 및 미세구조 변화
를 살펴보았다. Fig. 1-1-9는 부식시간 변화에 따른 무게 감소량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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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의 부식 시간에서도 이미 부식이 일어나고 있으며 순수와 LiOH 용액에서의
부식 kinetics는 모두 parabolic 형태를 보인다. Fig. 1-1-10은 부식 전후의 4점 곡
강도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부식 전의 곡강도값은 약 711 MPa 였으나 6시간
의 부식에서도 순수의 경우는 498 MPa로, LiOH 수용액에서는 431 MPa로 곡강도
값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또한 무게 감소량은 순수 및 LiOH 수용액에서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 곡강도 감소는 LiOH 수용액에서 더 크게 일어났다. Fig.
1-1-11은 부식 전과 12 시간 부식 실험을 행한 후의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순
수에서 12시간 부식을 행한 경우 부식 전의 미세구조와 비교하여 보면 Si3N4의 봉
모양의 입자가 드러나고 있다. 이는 입계상이 먼저 부식되어 용액 중으로 용해되어
나갔음을 의미한다. 부식 시간의 증가에 따라 Si3N4 입자의 직경과 길이가 점점 감
소되는 모습을 보여 입계상이 부식된 후 Si3N4의 입자의 부식이 진행됨을 알 수 있
었다. 시편의 표면에서 골고루 부식이 진행되는 순수에서와는 달리 LiOH 수용액에
서는 표면의 국부적인 부분에서 부식이 진행되는 pitting corrosion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식 거동의 차이가 Fig. 1-1-10에서의 곡강도값의 차이를 유발한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비슷한 무게 감소량을 보인 경우 국부적으로 부식이 일어
나는 LiOH 수용액에서 국부적인 부식 깊이는 더 크게 되어 시편의 파괴를 유발하
는 결함의 크기가 더 크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곡강도를 보인 것으로 여겨진
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Si3N4 소재를 원전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계상의 부
식을 억제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결조제를 변화시킴으
로써 부식 저항성이 우수한 입계상을 형성시키거나 입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
정 방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전용 세라믹 재료의 내마모특성 평가

가. 서 론

세라믹 재료는 고온에서 안정하며 좋은 내 마모성을 가지고 있으나, 취약한 기계
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에 제약을 가진다. 그러나 인성이 비교적 좋은 알
루미나 (Al2O3), 탄화규소 (SiC), 질화규소 (Si3N4) 혹은 이것들에 대한 복합재료의
가공이 가능해 짐으로써 원자로와 같이 보수적인 설계를 요구하는 분야에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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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다[1-2-1].
경수로의 경우 2 차 계통에서는 펌프의 실 (seal), 밸브, 단열재 (insulator) 등에
세라믹 재료가 사용되고 있으며, 1 차 계통의 경우 reactor coolant pump (RCP) 의
미케니칼 실 (mechanical seal) 에 알루미나가 사용되고 있다. 세라믹 재료는 금속
재료보다 내 마모성, 내 부식성 그리고 내 방사성이 뛰어나므로 경수로 조건과 같
이 가혹한 조건에 사용하는 경우 재료가 갖는 특성을 잘 이용할 수 있다.

원자력

o

발전소의 1 차 계통의 경우 운전조건이 약 350 C 이상 200 기압 이상의 고온 고압
의 운전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계통 냉각수에 많은 화학 약품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내 마모 재료에게는 매우 가혹한 운전 조건이 된다[1-2-2]. 따라서 세라믹스를
원전의 내 마모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상온 상압의 분위기와는 다른 고온 고압의
물 속에서 내 마모성을 측정해야 한다.
실 (seal) 의 재료로는 알루미나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온에서의
내 마모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고온 고압에서의 마모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세라믹 재료 중 알루미나에 대한 내 마모성을 고온 고압의 분위기에서 측정함으로
써 경수로 분위기에서의 특성을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o

o

1300 C-1700 C 의 고온 아르곤 수증기 분위기에서 강도 감소가 입계 불순물의 영향
으로 알려져 있으며[1-2-2], 고온 고압의 물 속 경우도 이와 같은 입계에서의 재료
부식 특성이 예상되므로 상온 물 속에서의 마모와는 다른 현상을 보일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물 속에서의 알루미나는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물 (hydro-oxide) 층을 만
들며 이것에 의해 공기 중에서의 마모의 경우에 비해 마찰계수가 적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3].
본 연구에서는 고온 고압의 물 속에서 세라믹스의 내 마모성을 측정하기 위해 고
온 고압 용기

(autoclave)를 이용하여 내

마모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를 제

작하였으며, 이 장치를 이용하여 알루미나와 질화 규소의 내 마모 특성을 확인하였
다. 알루미나의 입계 불순물이 마모 특성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저 순도의
알루미나에 대한 마모시험을 함께 수행하여 내 마모 특성을 비교하였다.

나. 내 마모 실험 장치제작 및 실험

고온 고압 분위기에서 내 마모성을 측정하기 위해 그림 1-2-1 과 같은 기구로 마

- 57 -

모가 발생하는 시험기를 제작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ANERI (Advanced Nuclear
Equipment Research Institute)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형태와 유사한 형태로서 실험
결과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1-2-4]. 고온 고압의 물을 만들기 위해 내경
127cm, 높이 150cm 인 고온 고압 용기가 제작되고, 외부에서 회전축과 마모 압력을
주기 위한 축을 용기 내부의 압력 누출 없이 용기 내부로 관통시키기 위해 자석의
힘을 이용하는 자력 연결 장치 (magnetic coupler) 가 사용되었다. 내 마모 시험기
의 제작사양은 표 1-2-1 과 같으며 그림 1-2-2 와 같이 설치되었다.
사용된 재료는 표 1-2-2 와 같이 불순물의 성분이 서로 다른 99.7%, 96% 알루
미나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원소 중 SiO2 는 결합재로 사용되었으며, MgO 의 경우
는 결정 성장 방지를 의해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제작 방법은 상온 소결 방법을 사
o

용하였으며 1650 C에서 2 시간 유지 시켰다.
표 1-2-1 내 마모 시험기 제작 사양
조 건

제작 사양
o

- 허용온도

350 C 이상

- 허용압력

200 기압 이상

- Autoclave 용량

ID 127 x H 150 cm

- 접촉 load

0 - 10 Kg

- 축 회전속도

0- 1750 rpm

- Data 처리

PC control 및 data acquisition

시편의 형상은 직경 40mm, 두께 4mm 의 원판 형 (disk) 시편과 loading 하기 위
한 15mm x 20mm x4mm 의 판 형 (plate) 시편을 준비하였다. 각 알루미나 시편은
가공 후 400 grit 다이아몬드 휠을 사용하여 표면 가공하였으며, 표면 거칠기를 측
정한 결과 Ra=0.4-0.5 μm 정도의 표면 거칠기를 가지고 있었다. 원판 형 시편과
판 형 시편은 같은 재료 사이에서 마모가 일어나도록 하였으며, 항상 같은 초기 조
건을 가지게 하기 위해 매 시험마다 원판 형 및 판 형 시편을 교체하여 사용하였
다.
o

o

o

물의 온도를 상온(30 C), 100 C, 200 C 로 변화시키면서 두 종류의 시편에 대한
마모 량을 측정하였다. 마모 부피 량은 식 (1-2-1)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결과
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 마모부피를 총 미끄럼 거리와 가해진 힘으로 나눈 비 마모
율 (specific wear rate)을 계산하였다[1-2-3]. 접촉 loading 값은 20 N. 미끄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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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두 종류 알루미나의 성분분석
시편-1(%)

시편-2 (%)

Al2O3

96

99.7

SiO2

2.5

0.05

MgO

0.5

0.05

CaO

0.5

0.01

0.5

0.19

remainder

(sliding) 속도는 1.26m/sec 로 고정하였다.

W=

b
d
[ D 2 sin - 1 (
) - d( D 2- d - 2 ) - 1 ]
4
D

(1-2-1)

여기서 W 는 마모부피, b 는 원판 형 시편의 폭, D 는 원판 형 시편 지름, d 는 판
형 시편의 마모길이 이다.

다. 결과 및 토의

(1) 알루미나의 내 마모 특성

마찰 속도가 1.26 m/sec, 접촉력이 20 N 로 마모 시험하는 경우, 96% 알루미나와
99.7% 알루미나 모두 물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림 1-2-3 과

같이 비 마모율

(specific wear rate)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SiO2 성분이 많은 저 순도
의 경우 고 순도 알루미나에 비해 마모 량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자력 발
전소와 같이 고온 고압에 사용하는 경우 불순물이 적은 고 순도의 알루미나를 사용
해야 하며, 냉각수를 사용하여 사용온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2-2 에서
보듯이 저 순도 시편의 경우 온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마모 량이 증가하고 있으
나, 고순도의 경우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크게 마모 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o

다. 고 순도의 경우 저온에서 안정함을 알 수 있으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즉 200 C
물에서 온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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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는 회전축의 토르크 (torque) 를 측정하여 마찰 계수를 계산 한 결과
이다. 그림에서 보 듯이 마모 량의 변화처럼 물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마찰 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3 의 결과와 비교하는 경우 토르크의 측정
을 통하여 재료의 내 마모 정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5 는 99.7 % 고순도 알루미나 마모 시험 후 판 형 (plate) 시편의 마모
표면들을 SEM 으로 관찰한 그림이다. 그림 1-2-5 (a), (b), (c) 에서 볼 수 있듯이
o

상온 및 100 C 물에서의 마모의 경우 매우 미세함 표면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o

200 C 물에서의 경우 거친 마모 표면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마모 표면으로 볼
때 그림 1-2-4 와 같은 큰 마찰계수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1-2-5 (a), (b) 에서 보이는 결함들은 재료가 갖고 있던 공극 (pore) 들이
표면이 마모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되며, (c) 의 경우 거친 표면과 함께 미세
한 균열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입자 사이의 원소들이 고온의 물속으로 부
식 용출되어 입자가 돌출되고 또 입자 사이의 결합력이 작아지며, 돌출된 입자에
큰 응력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3]. 이를 확인하고자 불순물의 양이
많은 저 순도 알루미나를 사용하여 첨가원소의 거동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o

o

그림 1-2-6 은 96 % 알루미나를 상온, 100 C, 200 C 물 속에서 마모 시험을 한
후 마모 표면을 SEM 관찰한 사진이다. 2.5 % 정도의 SiO2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시
편에 대한 마모 시험을 통해 첨가원소의 거동과 함께 마모의 양상을 관찰하고자 하
o

였다. 마모 면에서 EDX로 성분분석을 한 결과 상온에서 측정된 SiO2 성분이 200 C
에서는 거의 측정되지 않고 있다. 즉 입계에 있는 SiO2 가 고온의 물에서 용출되고
o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200 C 물 속에서 고 순도 시편의 마모
양상도 이와 같은 입자 경계에서의 불순물 용출에 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2-6 (a)에서 보듯이 상온 물에서의 마모 양상은 매우 복잡하게 거친 면과
미세한 면이 혼재되어 있다. 입자 경계에 있는 SiO2 의 경도가 작고, 알루미나 입자
사이의 결합강도가 작아 99.7 % 알루미나에 비해 마모 량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o

o

100 C 물에서의 마모 양상은 미세하게 마모되었으며, 200 C 의 경우 고 순도 알루
미나 경우와 같이 거친 표면과 함께 마모로 생성된 것 같은 균열들을 관찰할 수 있
다.
위와 같은 실험 결과를 볼 때 원전 조건과 같이 고온 고압의 물에서 사용되는 알
루미나의 경우 불순물의 량이 적은 고 순도의 알루미나를 사용하는 것이 내 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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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유리하며, 냉각수를 사용하여 운전 온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화학 약품을 포함하는 물의 경우 알루미나가 가지고 있는 불순물에 대한 선택적인
용해 및 용출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마모 특성의 변화가 예상될 수 있다.

(2) 고온 고압에서의 Si3N4 재료의 마모 특성

쌍용(주) 에서 구입한 SN300 Si3N4를 사용하여 고온의 물속에서 마모 시험을 수
행하였다. 분위기 온도가 증가할수록 그림 1-2-7 에서 보듯이 표면의 거친 부분의
크기가 넓게 관찰되었으며, 회전하는 휠에 의해 마모 재료의 표면 입자들이 떨어지
는 형태로 마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고온이 될수록 입자사이의 불순물이 유리화
하여 입자들의 결합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여지며, 온도에 따른 비 마모율은 온
도가 증가할수록 그림 1-2-8 와 같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온도에
의한 효과는 알루미나에 비해 매우 크게 측정되었다.

라. 결 론

서로 다른 온도의 물에서 알루미나에 대한 마모 시험을 수행한 결과 마모 량은
물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가하였으며, 마찰 계수도 함께 증가하였다. 저 순도 알루
미나를 사용하여 첨가원소의 거동을 확인한 결과 온도가 상승할수록 입계에서 부식
으로 인해 첨가원소가 용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결과로 볼 때 고 순도 알루
미나의 경우도 같은 양상에 의해 입계 불순물이 부식 용출되어 입자 사이의 결합력
이 감소되고 알루미나 입자 돌출부가 형성되며, 여기에 큰 응력이 작용되어 마모
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질회 규소를 고온의 물속에서 마모 시험을 수행하였다. 분위기 온도가 증가할수록
표면의 거친 부분의 크기가 넓게 관찰되었으며, 회전하는 휠에 의해 마모 재료의
표면 입자들이 떨어지는 형태로 마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고온이 될수록 입자

사이의 불순물이 유리화하여 입자들의 결합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여지며, 온도
에 따른 바 마모 율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온
도에 의한 효과는 알루미나에 비해 매우 크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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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전용 세라믹 재료의 강도에 대한 방사선 영향

가. 감마선 조사된 원자로 냉각펌프 축 밀봉 재료의 기계적 특성

(1)

서 론

경수로의 원자로 냉각펌프는 발전소의 운전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장치이
다. 지금까지의 보고에 의하면, 펌프의 여러 부분 중에서 축을 밀봉하는 씰 (seal)
의 기능이
냉각펌프의

펌프의 운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 원자로
미케니칼

씰

(mechanical

seal)

재료로

세라믹

재료인

알루미나

(Alumina : Al2O3)가 사용되고 있으며, 운전 수명 시간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씰을
교체하고 있다. 최근 원자력 발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장 주기 운전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됨에 따라, 씰의 수명 연장을 위해 정확한 물성 연구와 새로운 씰 재료의
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라믹 재료는 고온에서 안정하며 좋은 내마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수로의 경우 펌프의 씰 (seal), 밸브, 단열재 등의 주로 기능성 재료로 많이 사용
되고 있다. 세라믹 재료의 경우 금속 재료보다 내마모성, 내 부식성 그리고 내 방사
성 특성이 뛰어나므로 경수로 조건과 같이 가혹한 조건에 사용하는 경우 좋은 효과
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기계적으로 취약하므로 현재까지는 신
뢰성을 요구하는 일차계통의 경우 원자로 냉각펌프의 씰 재료 이외에는

많이 사용

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재료의 인성이 비교적 좋은 실리콘 카바이드 (SiC), 실리
콘 나이트라이드 (Si3N4) 와 같은 재료들이 개발되거나, 혹은 그 특성을 점차 향상
시킴으로써 사용영역을 넓히고 있다. 또한 세라믹 섬유를 이용한 복합재료를 가공
함으로써 원자로와 같이 보수적인 설계를 요구하는 분야에서도 사용 가능성은 높게
예상되고 있다.
원자로 냉각펌프의 축 밀봉 재료로 사용되는 알루미나는 원자로 압력 용기 외부
에 위치하므로 중성자 조사에 대한 영향은 적으나 계속적으로 감마선 조사
(gamma ray irradiation) 를 받고 있으며, 또한 고온의 물에 항상 접촉하고 있으므
로 상온 또는 조사 받지 않은 재료에 비해 운전 중 그 특성이 변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 냉각펌프가 10 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마선을 알루미나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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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하고 기계적 강도를 측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100 C 의 물 속에 재료를 유지시킨
후 기계적 강도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축 밀봉 재료의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2) 원자로 냉각펌프의 축 밀봉 계통

경수로의 원자로 냉각펌프 축 밀봉 계통은 표 1-3-1 과 같은 사양을 만족하도록
제작 운전되어야 한다. 오염된 일차계통의 냉각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씰을 여
러 단계로 설치하여 원자로 계통 냉각수의 압력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키고, 씰의 온
도를 낮추기 위한 냉각계통을 설치하여 축을 통한 누출을 방지하고 있다.
표 1-3-1. 축 밀봉 계통의 운전 사양[1-3-1]
Parameter

Operating condition

Start-up pressure

> 20 bar

Differential pressure

155 bar (max)
2000 rpm (max)

Speed up

o

Operating temperature

100 C

Temperature gradient

o

35 C

Water pH

(max)
(max)

4 - 11

ANERI (Advanced Nuclear Equipment Research Institute) 프로그램에서 수행된
원자로 냉각펌프의 축 밀봉 재료인 알루미나의 감마선 조사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
하면 가압 소결된 알루미나의 경우 감마선 조사 후 미세한 중량 변화가 발생하였으
며, 강도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3]. 그러나 이에 대
한 정확한 자료 및 실험조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세라믹 재료의 인성 변화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본 실험에서는 펌프의 밀봉 계통이 10 년간 받을
수 있는 감마선을 알루미나에 조사시킨 후 강도 및 인성에 대한 결과를 측정하였
다. 또한 감마선 조사를 받으면서 고온의 물과 접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
o

을 확인하기 위해 감마선 조사 후 100 C 물 속에 유지시킨 후 강도 변화를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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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편 제조 및 실험

실험에 사용된 알루미나는 상압 소결로 제조되었다. 알루미나 분말과 PVA, PGE
결합재와 분산재를 넣은 후 볼 밀링 (ball milling) 한 후 스프레이 드라이어 (spray
o

dryer) 로 분말을 회수하여 가압 성형한 후 1650 C에서 2 시간 유지시켜 제조하였
다. 제조 후 제작 회사에서 측정한 성분 분석은 표 1-3-2 와 같다.

표 1-3-2. 시편의 성분 분석
성 분

중량비 (wt%)

Al2O3

99.7

SiO2

0.05

MgO

0.05

CaO

0.01

remainder

0.19

제조된 시편의 표면 상태는 그림 1-3-1 과 같으며, 비교적 표면의 연마 정도가 낮
은 것을 알 수 있다.
굽힘 강도 (Flexural strength) 측정을 위해 폭 5.5 mm, 두께 1.6 mm. 스팬
(span) 길이 30 mm, 총 길이 46 mm 인 3 점 굽힘 시편을 제작했으며, 인성 측정
을 위해 폭 4.1 mm, 두께 5.1 mm,

총 길이 30 mm, 그리고 0.38 mm 이하의 틈이

있는 셰브론 노치 (Chevron notch) 시편을 제작하였다. 인성 시편은 4 점 굽힘 방
법으로 인성을 측정하였으며, 내부 스팬은 11.25 mm, 외부 스팬은 21.50 mm 였다
[1-3-4]. 재료 측정장치 Instron 의

램 (ram) 속도는 0.1 mm/min 으로 하였으며,

시편 표면은 400번까지 연마하였다.
감마선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Co 선원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선량 율 6.26 x 10

5

rad/hr 의 속도로 시편에 총 10 Mrad 를 조사시킨 후 시편의 밀도, 굽힘강도, 그리
고 인성을 측정하였으며, 고온 물 속에서의 시편 물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100
o

C 물에 시편을 48 시간 유지시킨 후 굽힘 강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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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토의

10 MRad 의 감마선 조사를 받은 시편은 색이 갈색으로 변화하였으며, 시편의 방
사선량을 측정했으나 측정되지 않았다. 시편에 10 MRad 의 감마선을 조사시킨 후,
재료에 공극 (pore)

생성이나 혹은 손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밀도의 변화를 측
3

정하였다. 감마선 조사 전 시편의 밀도는 3.824 g/cm 정도였으며, 조사 후 시편의
3

밀도는 3.837 g/cm 정도로 약간 증가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일본 ANERI 프로그램
3

의 경우 감마선 조사 후 알루미나의 경우 미소 중량, 즉 0.002-0.008 gf/cm 의 무게
감소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실험 결과는 오히려 중량이 증가하였다. 부력 방법
을 이용한 밀도 측정의 경우 소수점 2 자리에서 값이 변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값
의 차이는 측정오차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측정된 중량 변화 혹은 보고된 중량
변화를 고려하는 경우 그 값은 매우 미소하며, 이 정도의 값으로는 펌프의 씰 형상
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셰브론 노치 시편으로 감마선 조사 전 재료의 인성을 측정한 결과 14.46 kgfȊ
3/2

mm

의 값을 얻었으며, 조사 후 측정한 결과 14.14

kgfȊmm

3/2

값을 얻었다. 측정

오차를 고려하는 경우 인성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알루미나와 같은 세라믹재료의 경우 제조 중에 불순물이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
며, 이러한 불순물에 의해 재료의 부식성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
한 불순물 중에서 특히 실리케이트 (silicate) 는 알루미나 입자사이에 존재하여 알
루미나의 강도 및 부식 특성에 영향을 준다. 여러 가지 부식조건에서 저 순도 알루
미나의 경우 입자 사이에 있는 많은 량의 실리케이트들이

부식되어 강도에 큰 영

향을 주게된다. 고 순도 알루미나의 경우도 역시 소량이기는 하나 입자사이에 존재
하는 불순물 특히 실리케이트에 의해 부식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5][1-3-6].
o

원자로 냉각펌프의 밀봉 재료는 감마선 조사뿐만 아니라 최고 100 C 물과 접하고
있으므로, 물에 의해 불순물이 부식 용출될 수 있다. 그림 1-3-2 는 고압용기
o

(autoclave) 에 증류수와 시편을 넣은 후 100 C 로 가열한 후 각각의 유지 시간에
따라 시편에 남아 있는 Si 성분 량을 나타내고 있다. Si 량은 그림 1-3-1 과 같이
알루미나 표면의 약 100 μm x 100 μm 영역에서 EDX (Energy Dispersive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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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ometer)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DX를 사용하여 표면의 Si 성분을 측정한
이유는 시편 표면에서의 부식 정도가 시편의 굽힘 강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상했기 때문이다. 99.7 wt% 알루미나의 경우 미량의 Si 불순물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림 2 에서 보듯이 유지 시간에 따른 Si 의 변화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웠다.
Si 의 부식 용출 량을 예상하기 위해 96 wt% 알루미나를 이용하여 Si 의 유출 량
o

을 측정한 결과, 그림 1-3-2 에서 보듯이 100 C 의 물에서 48 시간 유지 후 약 80
% 정도의 Si 가 부식 용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3-3 은 99.7 wt% 알루미나의 감마선 조사 전 시편, 감마선 조사 후 시편,
o

o

감마선 조사 없이 100 C에서 48 시간 유지시킨 시편, 감마선 조사 후 100 C 에서
48 시간 유지시킨 시편들의 굽힘 강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96 wt% 시편의 경
우 48 시간 유지 후 초기 값의 약 80 % 정도의 Si 의 손실이 측정되었으므로, 이
정도의 시간이면 99.7 wt% 시편의 강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5 개씩의 시편을 사용하였으며, 측정 결과 측정치의 분산 정
도가 커 표준 오차 바(standard error bar) 를 함께 구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1-3-3 의 결과에 의하면 초기 시편에 비해 감마선 조사 후 , 그리고 고온의
물 속에 유지시킨

후 미소한 강도 감소가 측정되었으나, 오차의 범위를 고려하는

경우 확실하게 감소되었다고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사 후 고온의 물 속에 유지시킨
시편의 경우 굽힘 강도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평균값이 28.6 kgf/mm

2

2

에서 26.02 kgf/mm 으로 감소하였으나, 감소율은 약 9 % 정도로 큰 변화를 보이
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강도의 감소는 지금까지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감마선의
영향보다는 고온 물 속에서의 불순물 부식에 의한 영향으로 예상된다[1-3-6].
그림 1-3-3 의 결과로부터 세라믹 재료의 불 균질성을 고려하는 경우, 각각의 경
우에 대하여 강도의 커다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원자로
냉각 펌프의 실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고 순도 알루미나의 경우 10 Mrad 의 감마
o

선, 그리고 100 C 정도의 물 속에서 안정한 재료로 평가 될 수 있다.

(5) 결 론

원자로 냉각펌프의 축 밀봉 재료로 쓰이고 있는 알루미나에 대하여 운전 중 10 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전체 조사선량 10 Mrad 의 감마선을 조사한 후 굽힘 강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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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그리고 부피 변화를 확인하였다. 99.7% 알루미나의 경우 10 Mrad 감마선 조
사 후 재료의 인성 및 밀도 변화는 거의 확인 할 수 가 없었다. 감마선 조사 후
o

100 C 에 48 시간 유지시킨 재료의 경우 약간의 강도 감소가 측정되었으나, 재료
의 불 균질성을 고려하는 경우 강도의 커다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원자로 냉각 펌프의 축 밀봉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고 순도 알루미나의 경우
안정한 재료로 평가 될 수 있다.

나. 중성자 조사된 캡슐 세라믹 단열재의 물리적 특성 평가

(1) 서 론

세라믹 재료는 일반적으로 금속재료에 비해 경도, 내열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내식성, 단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자로의 구조 재료 중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중성자 조사에 대한 방사 화
정도가 작아 피폭 감소 관점에서 중요한 재료이다. 세라믹 재료는 기계적으로 취약
하여 사용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경수로의 경우 내 마모 재료 및 코팅 재료,
그리고 복합재료 등으로 효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
어 왔다. 연구 대상 세라믹 재료는 알루미나 (Al2O3), 탄화규소 (SiC), 질화규소
(Si3N4), 부분안정질르코늄 (PSZ), 탄화크롬 (Cr2C2) 등을 들 수 있다. 세라믹 재료는
같은 조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원료분말구조, 입자의 분포, 소결 조제, 성형방법, 소
결 방법 등에 따라 특성이 크게 바뀌므로 이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여 재료를 선정
해야 한다[1-3-7].
세라믹 재료를 원자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성자 조사에 의한 재료 손상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는 XRD (X-ray diffraction), 밀도측정, TEM
과 같은 전자현미경, 그리고 마이크로 경도 측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방법 중

XRD 측정의 경우 재료가 갖는 방사선에 의해 측정이 방해를 받으므로 특별한 방
법이 요구되며, 나머지 측정 방법은 재료의 방사선을 차폐할 수 있는 공간에서 원
격 조정장치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한다[1-3-8].
원자력 재료의 중성자 조사 효과 평가를 위해 계장 캡슐을 사용하여 재료에 중성
자를 조사시킨 후 재료의 특성 변화를 측정한다. 조사 용 캡슐은 원자력 재료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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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용조건을 최대한 모사 할 수 있으며, 조사 후 시편을 수월하게 시험할 수 있
도록 설계 제작된다. 조사 시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운전 조건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감시 혹은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여 조사 조건을 확
인할 수 있어야 한다. 중성자 조사를 위한 캡슐의 단열재 (insulator) 로 사용되는
순도 99.9% 이상의 알루미나는 캡슐의 위치에 따른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된다
[1-3-9]. 이 재료는 캡슐 내의 시편들과 함께 확실한 조사 이력 및 열 이력을 가지
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알루미나의 중성자 조사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단열
재는 원하는 정확한 시편 형태를 갖추지 못하므로 조사 후 시편 가공 등의 문제점
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 종류의 조사 이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시편가공이 쉬운 미세 경도와 표면의 조직 변화를 관찰 할 예정이며, 조사
되지 않은 시편의 결과와 비교할 예정이다.

(2) 조사용 캡슐의 알루미나 단열재

중성자 조사 손상 특성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원자력 재료로는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뿐만 아니라 높은 중성자 조사량을 받는 핵연료 피복 관의 Zr 합금 등이 있다.
각 재료에 필요로 하는 조사 선량에 부여하기 위해 적절한 캡슐을 설계 제작하여
사용한다. 하나로 조사 시험용 계장 캡슐 00M-01U 의 경우 압력용기 재료와 피복
19

관 재료에 대하여 다양한 온도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10

2

n/cm - 10

20

2

n/cm 의 조

사량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캡슐은 다양한 조사시험 요구조건을 만족
하도록 그림 1-3-4 과 같이 다단 독립제어 전기 히터가 장착된 5 단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 단은 알루미나 단열재를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14 개의 열전 대 및 5 개
의 Ni-Ti-Fe 중성자 모니터가 장착되었으며 열전대의 설치 및 장착을 위해 세라믹
o

단열재의 면에 여러 형태의 홈이 가공되어 있다. 이 캡슐은 조사온도 300 C 및
o

350 C 의 조건에서 E>1.0 MeV 의 에너지를 갖는 중성자의 조사를 수행하도록 설
계 제작되었다. 이 캡슐은 하나로 IR2 위치에 장전되어 24MW 로 10일간 운전하는
경우로 열 및 조사 설계가 되어 있다[1-3-8].

(3) 알루미나의 중성자 조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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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재료의 조사 손상 양상은 중성자 조사에 의해 재료 내에 vacancy 와
interstitial 원자가 생기고, 이것들이 이동 (migration) 하여 손상 클러스터 (cluster)
혹은 pore를 형성하여 재료의 특성을 변화시킨다. 이 때 온도 효과에 의한 회복
(recovery) 현상이 동반되어 복잡한 조사 특성을 갖게 된다[4].
시편은 연구 로에서 고속 (fast) 중성자로 단위 면적 당 총 조사 선량 즉 일정한
한계 값 이상을 갖는 변환 에너지 (translational energy) 중성자 밀도 (flux) 를 시
간에 대하여 적분한 값으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이 에너지의 최소 값은 1 MeV
정도를 나타낸다.
세라믹 재료는 중성자 조사를 받는 경우 재료 내부에 결함이 발생하고, 비 정질
화에 따른 입계에서의 크랙이 발생한다. 또한 pore 의 발생으로 체적이 증가하며,
고립된 점 결함 (isolated point defect) 에 의해 열전도율이 감소하고, 경화현상이
발생하며 변형 저항을 갖게되어 미세 경도 값이 증가한다.
알루미나는 rhombohedral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중성자 조사에 따라 격자 상수 a
o

o

와 c 가 거의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 그러나 300 C-600 C 의 고온 상태에서 조사
o

받는 경우 c 방향의 증가가 크게 발생하는 이방성을 갖는다. 보통 100 C 의 저온
에서 2x 10

20

n/cm

2

의 경우 Δa/a 가 2x10

5x10

20

n/cm 의 경우

2

1x10

21

n/cm

2

Δa/a 가 3x10

의 경우

-3

-3

정도의 증가가 보고되고 있으며,

정도의 증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Δa/a 가 2.3x10

-3

정도로 측정되었다. 부피 팽창율

V/Vmacro 의 경우 그림 1-3-5 에서 보듯이 3x10
같으나, 이 후부터는 크게 증가하여 1x10

21

20

Δ

2

n/cm 까지는 약 3 x (Δa/a) 와

2

n/cm 정도의 조사 선량에서 약 1.4 %
o

정도의 부피 변화율로 포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75 C 로 조사 온도가 상승
하는 경우

Δa/a 값의 변화는 감소하며 1x10

온도에서 1-1.5x10

21

2

n/cm 의 경우

21

2

n/cm 에서는 음수 값을 갖는다. 이

ΔV/Vmacro 는 1.2 %-1.5 % 정도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사온도에 따른 부피 팽창 율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
o

o

고 있으나, 600 C-900 C 사이에서 조사되는 경우의 결과를 볼 때 안정된 vacancy
가 서로 뭉쳐진 형태로 재료 내부에 형성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손상
의 형성은 재료의 성분 및 시편의 크기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8].
2x10
17

19

2

o

n/cm 조사량에서 15 A 의 크기를 갖는 소형 손상 클러스터 밀도가 1-2
3

x10 /cm 정도가 관찰되었으며, 10

20

2

n/cm 조사량으로 비슷한 밀도를 얻었으나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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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터의 크기가 약 50-100 A

o

으로 증가하였고, 650

o

C에서 조사하는 경우

o

100-500 A 으로 클러스터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o

100 C에서 5x10

20

2

n/cm 으로 조사하는 경우 XRD 의 pick 가 넓어지게 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큰 클러스터가 생성되어 격자에 비틀림을 발생시킴으
로써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

70 C에서 1x10

20

2

n/cm 의 조사를 받은 알루미나의 경우 약 20 % 정도의 미세

경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것은 재료의 점 손상 (point defects) 의
발생 영향으로 예상되고 있다[1-3-8].

(4) 캡슐내의 단열재 조사특성 확인을 위한 준비

조사 용 캡슐에 사용된 알루미나의 원료 성분비는 표 1-3-3 과 같으며[1-3-11],
알루미나와 그 밖에 최근 구조재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세라믹 재료의 물리적 특성
은 표 1-3-4 와 같다[1-3-7].
단열재의 미세 경도 측정 시 loading 값을 선택하기 위해 그림 1-3-6 과 같이
조사되지 않은 단열재의 부분을 절단하여 polishing 작업으로 경면을 만들고 미세
경도 (Hv) 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결과 loading 값은 300 gf 가 적당하였으며 500
표 1-3-4. 99.5 wt% 알루미나와 일반 세라믹재료들의 물성
재료

Al2O3

밀도
3

(g/cm )

경도

비열

열전도율

열팽창율
-6 o

탄성율

곡강도

파괴인성

(GPa)

(MPa) (MPa.m )

1/2

Hv

(J/kg k)

(W/mk)

(10 / C)

2,000

750-920

20-27

8.7-8.6

360-380 300-450

2-4.5

2.9-3.5

1200-1600 680-800

13-38

3.0-3.5

240-330 400-1000

4-7

3.1-3.2

2400-2900 580-800

42-165

390-480 400-870

2.5-5.6

3.95

(99.5%)

Si3N4
(상압소결)

SiC

3.9-4.8

(상압소결)

gf loading 에서는 실험 회수의 약 50 % 정도에서 그림 1-3-7 (b) 와 같이 압침 모
서리에서 재료가 깨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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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재료의 경우 중성자 조사에 의한 방사 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hot cell 외부에서의 작업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약 5 개월이 지난
00M-01U 의 중앙에 위치한 알루미나 단열재 표면에서 방사선 측정하였다. Hot
cell 외부로 시편을 노출시켜 측정한 결과 표면에서 약 210 mR/hr 의 값을 얻었다.
같은 중성자 선량을 받은 금속 재료에 비해 방사선량은 적었으나, hot cell 외부에
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하나로 IR2 위치에서 조사된 00M-01U 의 경우 길이 방향에 따른 조사량의 분포
를 살펴보면 최저치는 최고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약 10

-1

정도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캡슐의 위치가 노의 중앙에 있지 않으므로 캡슐의 길이 방향은
물론, 같은 높이에서도 노심에서의 거리에 따라 조사량이 변한다. 따라서 단열재의
설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작업이 단열재의 조사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1-3-12].
조사 후 시험을 고려하여, 캡슐에 사용되는 단열재의 재료 및 형상을 제작하는
경우, 한정된 캡슐 내에서의 공간 활용 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효율 있는 캡슐
설계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조사 된 알루미나 단열재를 사용하여 300 gf
loading 에서 미세 경도를 측정하여 조사되지 않은 시편의 값과 비교할 예정이다.
이 후 몇 가지 세라믹 재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캡슐의 단열재 선정 및
형상 결정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결 론

중성자 조사를 위한 캡슐의 단열재로 사용되는 순도 99.9 % 이상의 알루미나는
캡슐의 위치에 따른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재료는 캡슐 내의 시편들
과 함께 확실한 조사 이력 및 열 이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알루미나
의 중성자 조사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단열재는 원하는 정확한 시편 형태를 갖추
지 못하므로 조사 후 시편 가공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 종류의 조사
이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시편가공이 쉬운 미세 경도를
300 gf 의 loading 으로 관찰 할 예정이며, 조사되지 않은 시편의 결과와 비교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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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원전용 내방사선성 구조소재 제조 및 특성향상
1. 초미립 분말합성 공정 개발

가. 자발착화 연소합성법에 의한 초미세 분말 제조공정 개발

(1) 자발착화 연소합성법의 개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세라믹스 다성분계 원료분말의 제조에는 각각의 구성
화합물을 고온에서 장시간 반응시키는 고상반응법이 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고상반응법은 생성분말의 조성 균일성을 얻기 힘들고 고온에서 장시간의 반응으로
인해 입자가 크고 응집체로 쉽게 형성되며, 이를 분쇄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불순물
의 유입이 문제가 된다. 균일한 조성의 미세한 분말을 얻기 위해서 최근에는 졸-겔
법, 공침법, 열분해법등의 습식화학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에 의해 합
성되는 분말은 초기에 비정질상의 형상이 쉽기 때문에 결정질의 산화물을 얻기 위
해서는 고온의 하소과정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변경된 습식화학법의 하나로서 발열
과정의 산화/환원반응을 이용한 분말제조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 방법은 자발착화
연소합성법 (Self-ignited Combustion Synthesis)으로서 연구자에 따라 Combustion
Assisted Process(CAP) 또는 Glycine-Nitrate Process(GNP)라 칭하고 있다. 이 공
정은 자체연소에 의한 고온의 형성과 많은 양의 가스방출에 의해 미세한 결정질의
분말을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단성분계 및 다성분계 산화물을 분말에 응
용될 수 있다[2-1-1~2-1-13].
일반적인 연소 합성법은 반응 초기에 필요한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외부에서
가했을 때 반응이 시작되고 그 후에는 자신의 반응열 또는 합성열을 이용해서 계속
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2-1-11~2-1-14]. 이는 식 (1)과 같이 반응이 일어날
때

생성된 발열량을 이용하여 일단 연소가 시작되면 외부에서 추가의 에너지 유입

이 없이도 지속적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A + B → AB
즉, 생성물의

ΔH < 0

생성열(heat

of

(1)

formation)이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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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ation energy)보다 큰 경우 외부에서 별도의 에너지의 유입이 없이도 스스로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발착화연소합성법도 위의 한 종류에 해
당하는

공정으로서

산화제와

연료의

적절한

혼합을

통한

로켓추진

(rocket

propellent) 연소기술에 그 유래를 들 수 있다[2-1-10]. 이 방법의 중요한 장점은 1)
자발착화 연소반응에 의해 비교적 고온에서 분말이 합성되기 때문에 별도의 하소공
정을 행하지 않고도 바로 결정상을 얻을 수 있고, 2) 액상내에서 용해된 분자들간에
반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균일한 화학양론성과 원하는 상을 쉽게 형성 할 수 있으
며, 3) 고온에서 연소되기 때문에 순도가 높은 분말이 형성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렇게 합성된 분말들은 조성, 화학정량, 결정상 등과 같은 화학적 특성들은
요구조건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지만, 성형과 소결이 용이한 분말이 갖추어야 할
물리적인 요구조건들은 아직 해결하기 힘든 실정이다. 왜냐하면, 연소반응온도가 금
속질산염의 종류와 연료의 종류, 양 및 조성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반응온도의
조절이 쉽지않다. 즉 질산염과 연료의 조절이 되지않아 실제의 연소온도가 낮아서
결정상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도 있으며, 반대로 너무 고온에서 반응이 일
어나면 고온반응에 의한 강한 응집체 형성 및 입성장을 초래할 수 있어 활성이 감
소된 분말이 형성될 수도 있다.
연료를 이용하여 연소합성법으로 제조 가능한 산화물은 α-Al2O3, β-Al2O3,
CeO, ruby, Y3Al5O12, ZrO2/Al2O3, MAl2O4, MCr2O4, (M은 전이 및 알칼리 토금속),
La1-xSrxMO3(M은 Cr, Mn, Co, Fe), YBa2Cu3O7-x, γ-Fe2O3등 대부분의 산화물을
제조할 수 있다[2-1-15~2-1-24].
금속염과 유기물질의 반응성을 이용하여 분말을 제조하는 방법중에 최근에는
glycine-nitrate process (GNP)라 불리는 금속 질산염(metal nitrate)과 연료, 즉 아
미노산의 한 종류인 glycine과의 반응을 이용하여 분말을 제조하는 방법도 연구되
고 있다[2-1-10~2-1-15]. 이 경우 산화제인 금속 질산염은 연료에 의해 환원되고
동시에 연료를 산화시키게 된다. 연료로는 glycine 외에도 다른 종류의 필수 아미노
산과 urea(N2H4CO)와 citric acid monohydrate (C6H8O7H2O) 및 carbohydrazide등의
혼합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연소합성 반응에 중요한 변수는 연료의 종류와 양 및
연료와 산화제의 비이다. 이것들은 연소시 생성될 수 있는 기체상의 종류나 조성
및 연소시 불꽃(combustion flame)의 온도, 연소시간과 생성 분말의 형상 및 조성에
영향을 미친다[2-1-10~2-1-14]. 그러나, 사용하는 금속염에 대한 연료의 종류,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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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반응물의 비 등에 대한 공정 및 기초면에서 체계적 연구가 되어 있지 않으며 연
소반응기구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이 방법을 이용하여 삼중수소 증식재인 Li
계 산화물 분말제조에 관한 외국의 연구사례는 전무하며, 국내의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도 전무한 실정이다.

(2) 연소반응기구 및 연소반응의 자체전파성질(self-propagating nature)

일반적인 연소합성기구 및 연소합성반응성질은 수용액 내에서 산화와 환원반응
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완결된다. 전구혼합체(precursor mixture)는 강한 산화제인
(strong oxidizer) 금속질산염(metal nitrate)와 이론적으로 완전반응을 위하여 계산
된 연료(combustible fuel)를 포함한다. 전구혼합체가 외부 열원에 의하여 가열되면,
전구혼합체에 포함된 수분의 증발이 완료된 후 금속질산염은 일차적으로 질소산화
물 (NOx, oxides of nitrogen)의 형태로 분해된다. 가스형태의 질소산화물은 연료와
연속적으로 반응하여 반응열과 다량의 가스를 생성한다. 균일가스상 발열산화-환원
반응(homogeneous gas-phase exothemic oxidation-reduction (or redox) reaction)
은 반응시작점 주변의 반응이 되지 않은 미 반응 혼합체의 온도를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연소반응은 계속적으로 전파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 반응은 미 반응물이 완전
히 반응할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 또한 반응양상은 첨가된 연료의 양에 따라, 반응
시 생성되는 가스 양과 온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연료가 과량 또는 부족한 상태에
서는 생성가스의 양과 온도가 적정 치에 도달하지 못한다. Urea(요소)를 연료로 사
용하는 경우에 대한 연소기구를 열시차 중량 분석을 통하여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
여 첨가된 연료의 열분해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연료인 우레아는 130~135℃의 온도
범위에서 먼저 용해되며, 250℃ 부근에서 biuret의 형태로 변화하여 암모니아 가스
를 형성한다. 이때 우레아의 성질은 완전히 없어진다. 또한 380℃ 부근이 되면
biuret의 분해가 시작되어 cyanuric acid 가 형성되거나, biuret이 volatile한 가스인
HCNO로 직접 분해될 수도 있다. 500℃에서는 연료의 완전분해로 인하여 HCNO와
NH3 가스만이 형성되게된다. 따라서 연료인 urea의 열분해과정을 정리하면, 1) 25
0℃에서 biuret 과 NH3의 형성, 2) 380℃에서 biuret의 cyanuric acid trimer 로 분
해, 3) urea의 완전분해는 500℃아래에서 일어나며 최종산물은 NH3 와 HCNO 가스
이며, EGA (evolved gas analysis)분석을 통하여 urea의 열분해후 생성되는 가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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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O, NH3, HCNO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료와 질산염의 혼합물에서 알루미
늄 질산염과 urea의 혼합물이 연소될 때에 일어나는 반응은 먼저 알루미늄 질산염
이 Aluminium hydroxynitrate (Al(OH)(NO3)2) gel 을 형성한다. 이러한 polymeric
gel은 액상의 온도가 증가하면 질산염과 수분의 반응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생성되며,
gel 자체가 점성이 높은 액상이므로 내부에 다량의 기체(질소산화물)를 함유한다.
또한 연료인 urea의 분해로서 생성되는 NH3 또는 HNCO 가스와 알루미늄 질산염
의 분해로 생기는 질소산화물은 이러한 점성이 매우 높은 gel 내에 작은기포의 형
태로 계속 축적, 포획되고, 외부에서 인가되는 열에 의하여 gel 자체 온도가 상승하
게되면 자발적으로 착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착화후 연속적으로 연소반응이
전파되게 된다. 이런 NH3나 HNCO 및 질소산화물 가스를 hypergolic gas(자동점화
성의 가스)라 하며, 일정온도이상이 되면 자연발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3) 반응식의 이론적 계산 및 이론반응온도 계산

자발착화 연소반응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glycine-nitrate법은 산화제
(oxidizer)로서 금속 질산염, 연료로서 glycine (NH2CH2COOH)을 사용하는 방법으
로 식 (2)와 같은 반응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금속 질산염(M(NO3)x) + glycine(NH2CH2COOH)
→ 금속 산화물(MOx/2) + H2O + N2 + CO2

(2)

Glycine-nitrate법에 의한 산화물 분말의 제조는 먼저, 증류수에 금속 질산염과
glycine을 녹이고, 이 수용액을 끓이면 물이 증발됨에 따라 점도와 산도가 높은 농
축액이 형성되며, 특정온도로 이상으로 가열되면 연료인 glycine의 연소 또는 분해
생성 가스의 연소가 되고, 산화/환원 반응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산화물 분말이 얻
어진다. Glycine은 연료로서 자발착화성가스의 형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용매의 증발
에 따른 농도변화에 의한 금속 이온의 불균일 침전을 억제하는 열할을 갖는다고 알
려져 있다. 다 성분계의 산화물제조시 용해되는 금속 질산염은 한가지 이상이 되고
따라서 물의 증발로 인한 용해도 감소로 특정 금속 원소의 석출이 일어나게 될 것
이다.

금속 질산염의 용해도 또한 물의 양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만약 불균일 침

전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원하고자 하는 성분비의 생성물을 얻지 못한다. 이러한 불
균일 침전을 억제하는 역할은 연료가 가져야 할 중요한 성질이다. Glycine분자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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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구조상으로 한쪽 끝이 카르복실산기(carboxylic acid group)로 되어 있고, 다른
쪽은 아민기(amine group)로 구성되어 있는데, 알칼리(IA)와 알칼리 토금속(IIA)은
카르복시산기에 의해, 전이 금속은 아민기에 의해 배위 됨으로써 물이 완전히 증발
하더라도 용해도 감소로 인한 선별적인 침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화학 양론적 반응식을 구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적절한 반응식을 구해보
면, 먼저 산화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물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이다.

그

러나 산소(O2)가 참여하지 않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전자의 얻고 잃음을 통해서 산
화와 환원을 규정할 수 있다.
는 경우는 산화라고 한다.
수 있다.

이때 전자를 얻는 경우를 환원이라 하고, 전자를 잃

이러한 산화/환원 관계를 연소합성 반응 과정에 적용할

산소(O)의 경우 최외각 전자가 6개 이므로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2개의

전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화/환원 반응 중 2개의 전자를 얻어서 최외곽 전자를

채우게 되므로 산소는 전자를 얻게 되는 것이고, 환원이 된것이다.

반대로 산화물

의 경우엔 전자를 산소에게 주게 되므로 전자를 잃는 것이고 따라서 자신은 산화가
된다.

이런 산화와 환원의 관계는 산화제와 연료간의 원자가 비율을 통해 연료의

많고 적음을 구할 수 있다.

elemental stoichiometric coefficient, ψe 를 통해 산화/

환원 반응에 필요한 전자와 공급되는 전자의 비를 통해 연료와 산화제의 많고 적음
을 구할 수 있다[2-1-25]. 간단한 수식으로 식 (3)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Σ (Coefficient of oxidizing elements in specific formula)×(oxidizing valency)
ψe = ----------------------------------------------------------(-1)Σ (Coefficient of reducing elements in specific formula)×(reducing valency)
=

p / r

(3)

여기서, p와 r은 산화되는 원소와 환원되는 원소의 전체 조성, oxidizing valency
는 자신이 환원되기 위해 얻어야 할 전자수이므로 “+” 이고, reducing valency는 자
신이 산화되기 위해 잃어버려야 할 전자수 이므로 "-" 값을 가진다. Oxidizing
element는 산화를 시키는 원소로 자신은 환원이 되므로 전자를 얻는 원소를 말한
다. 마찬가지로 reducing element의 경우에는 환원시키는 원소로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자신은 산화가 된다.

금속 질산염과 연료(예를 들어 glycine)의 경우에는

oxidizing element는 산소이온(전자를 얻는 것)이고, reducing element에는 수소,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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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금속이온(전자를 잃어버리는 것) 등이다.

이 경우 질소의 경우 산화/환원 반응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고려하지 않는다. 화학양론적인 조성일 경
우는 ψe =1 이며, ψe >1이면 연료의 양이 적은 것이고, ψe <1이면 연료의 양이 많
은 것이다. 따라서 reducing element의 총 전자가가 클수록 연료가 많다.
예를 들어 LiNO3와 Glycine(C2H5NO2)이 각각 5g 있어서 1:1의 무게 비로 섞여있
는 혼합물에 대해서 연료와 금속 질산염의 반응의 원소 화학 양론적 계수
(elemental stoichiometric coefficient)를 구해보면, LiNO3의 specific formula는,
Li(1×5/68.95) N(1×5/68.95)

O(3×5/68.95)

= Li0.07252 N0.07252 O0.21755

(4)

여기서, 68.95는 LiNO3의 분자량이다.

아래 첨자는 5g의 LiNO3내에 존재하는 리튬,

질소, 산소원소의 절대적 몰수를 나타낸다.

만약 68.95g의 LiNO3가 있다면 1몰의

Li, N와 3몰의 O가 존재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glycine의 specific formula는,
C(2×5/75.07)
=

H(5×5/75.07)

O(2×5/75.07)

C0.1332 H0.333 O0.1332

(5)

여기서, 75.07은 glycine의 분자량이다.
식 (4)와 (5)에서 구한 리튬 질산염과 glycine의 specific formula를 식(3)에 적용
하면,

(0.21755×2)

O of LiNO3

+ (0.1332×2)O

of glycine

ψe = -------------------------------------------------------------(-1)[(0.07252×-1)Li

of LiNO3

+ (0.333×-1)H

of glycine

+ (0.1332×-4)C

of glycine

= 0.7476 < 1

따라서 ψe < 1이므로 연료의 양이 많음을 알 수 있다. ψe = 1 의 조성으로 연료
와 산화제의 양을 조절하여야 한다.
이론 반응 온도는 연료의 종류와 양 및 연료비에 따라, 또는 연료와 산화제의
비에 따라서 반응시의 온도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연소반응에서 단열불꽃온도는
아래식으로 부터 계산할 수 있다.
Tf = T0 + ( △Hr- △Hp) /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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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 the enthalpies of formation of the reactants
△Hp :
Cp

"

products

: heat capacity of products at contants pressure.

연소반응은 물의 끓는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T0 = boiling point of water
(373K)이다. 그러나 이론반응온도는 반응시 열의 손실로 인하여 실제 연소 온도와
는 달라지게 된다.

(4) 리튬티타네이트(Li2TiO3) 분말합성 및 소결공정개발

(가) 리튬티타네이트(Li2TiO3) 분말합성공정개발

D-T 반응을 이용한 핵융합로는 핵반응을 통해서 삼중수소를 만들 수 있는 물질
중의 하나인 Li계 화합물을 삼중수소 증식재로 사용하며, Li계 화합물들 중에서 Li
계 산화물이 액체금속이나 용융 금속염보다 삼중수소 방출능력, 고온 물리화학적
특성, 기계적 성질 및 조사거동 등의 특성이 우수하여, 후보재로 개발되고 있다. Li
계 산화물로 Li2O, LiAlO2, Li2ZrO3, Li4SiO4, Li2TiO3가 개발 대상재료로 고려되고
있으며, 특히 Li2TiO3는 삼중수소 방출능력이 우수하고, 다른 재료와 양립성 및 조
사거동이 뛰어나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 Li2TiO3는 아직은 개발 초기단계이기 때
문에 여러 가지 제조방법이 연구 중에 있으며, 고상반응법이나 알콕사이드에 의한
졸-겔법이 보고되고 있지만 이 방법들은 분말특성이 좋지 않거나 합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새로운

제조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2-1-4~2-1-9].
본 연구에서는 단순공정으로 초미립 분말을 합성할 수 있는 자발착화연소법으로
Li2TiO3분말을 합성하고, 합성된 분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출발물질로는 Li 질산
염, Ti 질산염을 사용하였으며, 자발착화연소반응을 위한 연료로는 우레아, 구연산,
글라이신을 사용하였다. 연료 조성과 종류 및 양에 따른 연소거동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하여 합성된 분말의 X선 회절분석을 통한 상분석, 주사전자현미경과 투과전
자현미경을 이용한 미세구조 관찰, BET법에 의한 비표면적 측정을 수행하였다.
연소합성법에 의한 분말제조시 반응하는 연료의 종류와 조성은 연소반응 전체의
반응성과 결정상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금속 질산염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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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용액을 만들어 열을 가하면 연소반응은 일어나지 않고 분해되지 않은 질산염
만이 형성된다. 그러나 적당한 연료가 첨가되면 불꽃반응을 동반한 연소반응이 일
어나며 연소거동은 첨가된 연료 종류, 조성 및 양에 따라서 다른 거동을 나타낸다.
Li2TiO3 분말을 자발착화연소법으로 합성하기 위하여 질산염인 LiNO3와 TiO(NO3)2
을 출발원료로 하여 연료 종류와 조성에 따라 연소거동을 살펴보았다. 아민기만을
소유한 우레아(urea)를 연료로 사용한 경우는 연소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고 TiO2
anatase 상과 LiNO3상만 관찰되었다. 아민기(amine group)만을 포함한 우레아와 카
르복실산기(carboxylic acid group)만을 포함한 구연산(citric acid)을 혼합한 연료를
사용한 경우는 강한 연소반응후 Li2TiO3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구연산이 더 많이 첨
가된 경우 연소반응은 약하였지만 Li2TiO3의 결정상이 형성되었다. 구연산만이 연료
로 사용된 경우는 매우 약한 반응이 오랜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전체적인 반응온
도는 육안관찰상으로 매우 낮은 온도이었다. 결과적으로 우레아만을 연료로 사용한
경우는 연소반응을 일으키는 구동체의 결여로 연소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레아와
구연산이 혼합된 혼합연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적절한 연소 구동력으로 고온의 반응
이 형성되어 산화물 분말이 합성되었다. 특히 우레아와 구연산이 정량적으로 동량
이 첨가된 경우에는 강한 발열반응이 발생했으며, 높은 반응온도를 나타내었다. 형
2

성된 Li2TiO3 분말의 비표면적은 17 m /g 이었으며, 구연산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혼합연료로 연소합성된 분말의 비표면적은 다소 넓은 값을 나타내었다. 글라이신
(glycine)을 연료로 사용하면 매우 강한 연소반응이 강한 불꽃과 함께 일어났으며
2

비표면적이 13.5 m /g인 미세한 Li2TiO3 결정이 생성되었다. 글라이신은 한 분자 내
에 아민기와 카르복실산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소반응시 연소에 관여되
는 구동력의 증가로 강한 연소반응이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되며, 연소반응의 온도
가 높아서 생성된 분말의 비표면적이 다른 연료보다 다소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Fig. 2-1-1에 각 연료조성에 따라 형성된 분말의 X선 회절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2-1-2는 글라이신을 연료로 사용하여 합성된 분말의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
찰된 미세구조이다. 다공성의 망목구조를 지닌 응집체이었으며, 결합력이 매우 약하
여 약간의 힘에도 쉽게 분쇄되었다. 이는 연소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서 이루
어지고, 반응 중에 기체 발생(이론적으로는 CO2, N2, H2O)이 매우 많기 때문에 반
응 후에 얻어지는 분말은 매우 미세하거나 약하게 결합된 응집체를 이루게 된다.
일차입자 크기와 모양을 알아보기 위하여 글라이신을 연료로 합성된 분말의 투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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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현미경에 의한 미세구조를 보면 크기가 20~30 nm 정도의 구형 분말이 관찰되며,
일차입자들 간에 약한 응집체를 이루고 있었다. 일차입자 크기는 X선 회절분석 결
과에서 부터 계산한 입자크기 값과 비슷하였으며, 분말의 회절사진(selected area
diffrection pattern)은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원형의 회절원을 나타내었다. 즉 합성
된 Li2TiO3 분말은 입자크기가 미세한 나노결정체임을 알 수 있다.

(나) 리튬티타네이트(Li2TiO3) 소결공정개발

실제 노내성능 평가 시험을 하기 전 단계로, 합성된 분말을 이용한 Li2TiO3 분말
의 소결특성을 알아보고 소결조건을 확립하였다.
연소합성법에 의한 분말제조시 반응하는 연료와 질산염간의 연소의 온도와 반응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차주사열량분석(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을 행하였다. Fig. 2-1-3은 글라이신 자체만을 DSC 분석한 결과이다.
글라이신 분말을 50℃에서 24시간동안 건조한 후 백금도가니를 사용하였고, 분위기
는 공기분위기를 선택하였으며 승온 속도는 10 ℃/min로 고정하였다. 250℃ 근처의
큰 흡열피크는 글라이신 자체의 용융에 따른 것이며, 250℃에서 650℃까지의 넓은
범위의 발열구역이 나타났다. 250℃에서 용융 후 계속되는 온도 상승으로 용융물질
의 산화 및 기화로 인한 발열구역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Fig. 2-1-4는 LiNO3
와 TiO(NO3)2 및 연료인 글라이신을 혼합한 후 물을 완전히 증발하여 건조된 수지
를 만든 후에 DSC 분석을 행한 결과이다. 앞의 글라이신의 DSC 결과와는 다른
208℃에서 큰 발열피크가 나타났으며, 그후 280℃와 330℃에서도 발열구역이 관찰
되었다. Glycine을 연료로 할 경우 208℃에서 강한 발열피크가 형성된 점으로 보아
이 온도에서 연료와 질산염과의 산화/환원 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글라
이신을 연료로 사용하여 이미 연소합성 되어 Li2TiO3 상으로 확인된 분말에 대한
DTA/TG 분석 결과를 Fig. 2-1-5에 나타내었다. 연소합성된 분말은 상온에서 100
0℃까지 특정한 발열이나 흡열과정이 없고 무게감소도 5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보아서 연소합성반응으로 생성된 분말은 완전한 Li2TiO3 결정을 이루었다고 생각된
다.
연소합성할 때 첨가되는 연료의 양을 변화시켜 연소반응거동을 살펴보았다.
Fig. 2-1-6은 글라이신을 연료로 사용하여 연료 부족양(fuel-lean), 연료 화학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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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stoichiometric), 연료 과량(fuel-rich)의 첨가량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생성되
는 분말의 X선 회절분석 결과이다. 여기서 연료부족양 경우는 화학정량적인 양보다
연료를 50 % 적게 첨가한 것이며, 연료과량 경우는 화학정량의 2 배 연료를 첨가한
경우이다. 연료가 적게 첨가된 경우는 연소반응의 온도가 낮고 또한 연소반응이 완
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정성이 결여된 Li2TiO3 분말과 미반응물로 인한 TiO2
(anatase) 분말이 형성 되었다. 연료가 적게 첨가되여 연소가 된 경우, 여러 연구자
들은 결정질의 분말의 생성은 되지않고 비정질의 분말이 형성되었음을 보고하였고,
이는 전체적인 반응의 완전성 결여, 즉 연소 구동체의 부족 때문이라 사료된다. 반
면 연료가 많이 첨가되면 연소 구동체의 증가로 활발한 반응이 일어났으며, 여러
연구자들의 결과에서는 연료과량 조성이 더 급격한 반응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현재까지 보고된 Li2TiO3분말 합성공정은 크게 2 가지이다. 첫째는 TiO2와
Li2CO3분말을 혼합하여 고온에서 하소하여 제조하는 고상반응법과 Ti계 알콕사이드
를 사용하여 졸-겔공정을 통하여 제조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소합성법으
로 제조된 분말과 비교하기 위하여 고상반응법으로 분말을 제조하였다. TiO2와
Li2CO3를 습식혼합한 후 건조된 분말을 하소하였다. Fig. 2-1-7에 고상반응법으로
제조된 분말의 X선 회절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550℃에서 3시간 동안 하소한 분

말의 경우(b), Li2CO3와 TiO2의 양이 줄어들면서 Li2TiO3상이 관찰되고 있다. 하소
온도가 700℃가 되면 다른 반응물이 없어지고 Li2TiO3상만이 관찰되었다. 이는
DSC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400℃근처에서 시작된 큰 흡열반응이
700℃에서 완료됨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고상반응으로 Li2TiO3분말을 제조할 경
우는 적어도 700℃이상의 하소온도 및 긴시간의 하소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Fig. 2-1-8는 고상반응법과 연소합성법으로 제조한 분말의 소결온도에 따른 미
세구조의 변화이다. 고상반응법으로 만든 분말은 소결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약간의
입자성장과 입자간의 neck 형성이 일어났다. 그러나 연소합성법으로 제조된 분말의
경우는 550℃에서 매우 미세한 입자들이 700℃에서 약간의 입성장을 보이며, 100
0℃에서는 과다한 입자성장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고상
반응법으로 제조된 Li2TiO3분말과 연소합성법으로 제조된 Li2TiO3 분말은 분말 특
성과 활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연소합성법으로 제조된 분말
은 낮은 온도에서 치밀화가 가능하리라고 보이며 오히려 높은 소결온도에서는 입자
성장이 크게 일어나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2-1-9의 확대된 미세구조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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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연소합성시에 연소되면서 분말이 형성되는 양상을 유추할 수가 있다. 그림 (a)
의 확대된 B구역의 사진을 보면 연소시 기체 생성과 기체 분출방향 및 불꽃 방향
과 이로 인해 생긴 분말의 입자모양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림 (a)의
A와 B는 분말의 서로 반대 면을 보여주고 있다. A는 매우 porous 하고 또한 기공
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일치됨을 알 수 있으며, A 입자의 뒷 면(반대 면)인 B 그림
을 보면, 기체가 형성되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힘에 의하여 생긴 볼록볼록한 구형
의 돌출부가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구형의 돌출부가 있는 면은 매우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진 치밀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미세구조 결
과로부터 연소합성으로 만들어진 분말은 한쪽 면은 기공이 많고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다른 쪽의 면(반대 면)은 구형의 돌출부가 많이 존재하며 기공이 거의
없고 치밀한 미세구조를 가진 orange peel 형태의 분말이라고 사료된다. 이것은 연
소반응시 생성된 가스의 방출방향 이나 불꽃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사료된
다.
Fig. 2-1-10은 연소합성법으로 제조된 분말을 사용하여 성형체를 만들고 소결
온도와 소결시간을 변수로 한 소결체의 소결밀도를 나타내었다. 참고로 보인 밀도
값은 상용분말를 사용하여 고상소결방법으로 제조된 소결체의 소결밀도이다. 연소
합성법으로 제조된 소결체의 소결밀도는 다른 보고자의 결과에 비하여 동일온도에
o

서 10~15 %정도 높게 측정되었으며, 같은 소결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200 C 이상
소결온도를 낮출 수 있었다. 낮은 온도에서 소결이 이루어지면 소결성의 향상 뿐만
아니라 소결체의 입자크기도 작게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입자크기가 작으면
핵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삼중수소가 소결체 밖으로 쉽게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삼
중수소 방출효과를 높일 수 있다.

(5) 액체금속로 전자펌프 코일용 알루미나 분산강화 동분말 제조공정
및 합금가공공정개발

동합금은 액체금속로 전자펌프 코일이나 핵융합로 Heat sink 재료와 같이 원자
력산업에서도 필요로 하며, 이외에도 저항용접의 전극재, 고온 전극재, 차단지 접점
재, 진공 튜브, 열교환기, 고온용 코일 전도체와 같은 다양한 용도를 지니고 있다.
구리(Cu)는 전기전도도가 좋은 재료 이지만 상온 및 고온의 인장강도, 항복강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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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특성과 같은 기계적 특성치가 낮기 때문에 그 용도에 제한을 받게된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하여 Cr, Be, Zr이 첨가된 석출경화형 동합금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
나, 합금화에 따른 전기전도도의 저하, 시효 온도이상에서 사용시에 발생하는 재결
정상의 형성 등과 같은 성능저하 문제로 인하여 산화물 분산강화 동합금의 적용이
대두되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석출경화형 동합금 (Cu-Zr, Cu-Be,
Cu-Cr 등)의 상당부분이 산화물 분산강화동합금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mechanical alloying 법, 용융법, 공침법과 내부산화법을 이
용한 동합금 제조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자발착화연소법과 선택적 환원법을 이용
한 알루미나 분산 강화 동합금 분말 제조 공정을 개발하여, 개발된 분말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자발착화 연소법과 선택적 환원법으로 제조된 알루미나 분산 강화
동합금 분말을 이용하여 봉상으로 산화물 분산 강화 동합금을 압출 가공하는 공정
을 확립하고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상온 및 고온 인장강도와 상온 전기전도도를 측
정하여 상용재인 Glid-cop 제품과 비교하였다. 자발착화연소법으로 알루미나 분산
동합금 분말을 합성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질산염과 구리 질산염을 출발원료로 하여
우레아나 글라이신을 각각 혹은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연소반응을 위한 연료로 사용
하였다. 연료와 질산염간의 양은 완전 연소하여 CO2, N2, H2O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성인 화학정량 조성으로 적정하였으며, 저항가열 방식으로 승온하여 자발착화연
소 반응을 시켰다. 합성된 분말은 CuO와 Al2O3 의 초미립 분말이므로 수소분위기
에서 선택적 환원을 시켜 Al2O3 분산 Cu 합금 분말을 얻었다. 합성된 분말은 X선
회절분석을 하여 상을 확인하였고, 주사전자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에 의해 미세
구조 분석, EDS(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에 의한 원소분석을 하였다. X선
회절분석은 연료의 양 및 조성을 달리하여 합성한 분말들과 선택적 환원을 한 분말
o

o

들에 대하여 2θ가 20~80 범위에서 scan 속도가 4 /min으로 하였다. 일차 입자크기
와 morphology는 200 KeV의 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하여 관찰하여 확인하였으며, 이
때 분말은 초음파 세척기에서 에탄올을 용매로 완전히 분산시킨 후 Cu grid에 부착
하여 관찰하였다. 이차 입자의 morphology를 관찰하기 위한 주사전자현미경 시편은
합성된 분말을 금으로 도포하여 준비하였다. 인장강도는 상온부터 600℃까지의 값
을 만능시험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4-probe 법으로 상온 전기전도도를 측정
하였다. 인장 시편은 봉재를 ASTM E-8 규정에 따라 인장 시편을 가공하였다.
자발착화연소 반응법으로 Cu-Al2O3 동합금 분말을 합성할 때, 연료종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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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상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글라이신, 우레아, 글라이신과 우레아의 혼합연
료를 각각 첨가하여 연소합성한 뒤 X선 회절분석으로 생성된 상을 비교 분석하였
으며, 그 결과를 Fig. 2-1-11에 나타내었다. 순수한 우레아만을 연료로 하면 CuO의
단일상이 형성된 반면 글라이신이 첨가되면 Cu2O와 Cu 상이 함께 얻어졌다. 따라
서 뒤의 환원공정에 공정변수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단상으로 줄이기 위하여 우레
아를 적정연료로 선택하였다. 우레아를 연료로 Cu-Al2O3 동합금을 합성할 때 기지
상 Cu에 1.1 wt% 알루미나가 존재하도록 구리 질산염(Cu(NO3)2․3H2O)과 알루미
늄 질산염(Al(NO3)2․9H2O)의 조성을 조절하고 이 혼합 질산염에 연료인 우레아를
각 질산염과 화학정량비가 되도록 무게를 달아 소량의 증류수에 완전히 용해한 후
저항가열기로 가열하였다. 이 때 연료와 질산염의 조성은 Cu 질산염 1 mol에 우레
아 5/3 mol 및 알루미늄 질산염 1 mol에 우레아 5/2 mol 이었다. 가열을 통해 물이
완전히 제거되고 출발 염과 연료의 혼합물이 건조되어 착화온도에 도달하면 자발착
화 연소반응이 일어나서 분말이 합성된다. 알루미나 첨가량이 적기 때문에 Fig.
2-1-11의 X선 회절분석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알루미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합성된
분말의 모양을 보기 위하여 투과전자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과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e)을 이용하여 합성된 분말을 고배율로 관찰하
고, Al, Cu, O에 대한 원소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Fig. 2-1-12에 각각 나타내었다.
합성된 분말의 투과전자현미경 사진으로 100 nm 이하의 미세분말이 관찰되었으며,
이 분말의 EDS 원소 분석결과, Al, Cu, O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발착화연소반응
법으로 합성된 분말에서 알루미나는 반응치 않고 Cu만 선택적으로 환원시키기 위
하여 수소분위기에서 850℃로 열처리하였다. 환원된 분말을 X선 회절분석하여 그
결과를 Fig. 2-1-13에 나타내었다. Cu가 주된 상으로 관찰되었으며, CuO가 Cu로
환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합성된 분말의 투과전자현미경 사진으로 20 nm 이하의
미세분말이 100-200 nm인 분말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모양이며. 알루미나와 Cu가
잘 분포되어있음을 알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분말을 소결하여 알루미나의 분산정
도를 주사전자현미경 및 EDS 분석을 통하여 Al의 분산정도를 관찰하여 확인한 결
과 Al (즉, 알루미나)이 Cu 기지상에 잘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Billet은 환원된 분말을 ø75mm 금형에 충진하여 450 kgf/mm 의 압력을 일축방
향으로 가하여 성형 길이 105mm의 성형체를 얻었으며, 이 성형체를 냉간 정수압
2

(Cold Isostatic Press : CIP) 성형기로 1850 kgf/mm 의 압력을 가하여 ø58mm,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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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3mm의 최종 성형체를 얻었다. 이 성형체를 550℃, 700℃, 750℃에서 30분간 유
2

지한 후 곧바로 170 kgf/cm 의 압출기(유창 550TON) 압력으로 압출 하였다. 이 때
압출비는 약 20 (Extrusion Ratio : E/R)으로 고정하였고, 압출시 금형도 변화를 주
지 않고 동일 형상의 금형을 사용하였다. 압출조건은 Ram speed 1.25/sec,
Container 및 Die 온도는 400℃로 고정하였으며, Billet 온도를 달리하여 표면균열의
생성 유무로 최적 조건을 결정하였다. Fig. 2-1-14은 압출재 표면사진으로 그림 (a)
와 (b)에 화살표로 나타낸 것과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550℃에서는 심한 표
면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열처리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표면균열의 발생은 줄어들었
고, 750℃에서 열처리한 시편은 양호한 상태의 표면을 지닌 ø13mm 압출 봉재를
얻을 수 있었다. 자발착화연소법으로 준비된 분말을 이용하여 압출된 Al2O3 분산
강화 동합금의 미세구조를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Al2O3 분산 동합금은 Fig. 2-1-15에서 볼 수 있듯이 50 nm 이하
인 미세한 Al2O3 가 잘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l2O3 입자의 검증은 EDS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들도 Fig. 2-1-15 (C)와 (D)에 나타내었다. 압
출재의 기계적 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상온 및 고온 인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
시험도 Glid-cop 제품을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하여 비교하였다. 인장시험 결과는
Fig. 2-1-16에 나타내었다. 상온 인장 값은 본 연구에서 제조된 동합금이 AL-15와
AL-25 사이에 있음 알 수 있으며, 고온에서 측정 값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압출 뒤의 후공정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실용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
다. 참고 자료로 시중에 시판되는 순수한 구리의 인장 강도는 400℃ 이상으로 가면
알루미나 분산 강화 동합금보다 현저히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계적 성질과
더불어 알루미나 분산 강화 동 합금의 전기 전도도 값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4-probe 법으로 전기전도도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2-1-17에 나타내
었다. 본 연구에 제조한 동합금은 순수한 동보다는 작았지만 상용 Glip-cop과 동등
한 값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본 연구에 개발한 공정을 활용
하면 상온 및 고온 전기전도도와 강도가 우수한 산화물 분산 강화 동합금을 제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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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속식 개량 초미립 분말제조공정 개발

(1) 연속식 개량 초미립 분말제조장치 개발

자발착화연소합성공정은 액상에서의 분자간의 반응과 분말 합성시 발생하는 많
은 양의 가스에 의해 생성분말이 미세하고, 반응시간이 매우 짧으며, 결정질의 분말
이 얻어지므로 별도의 하소공정 없이 결정질의 분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과 복잡
하고 거대한 반응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비비의 감소등의 부가적인 잇
점이 있다. 이 방법은 금속염과 연료의 양과 종류를 조절하여 산화/환원 반응을 유
지시켜 다양한 형태의 단 성분계 및 다 성분계 산화물 분말의 제조에 효과적으로
응용될 수 있으며, 특히 다성분계의 분말제조시 조성의 제어가 용이하다. 일반적인
연소합성장치는 단 batch 방식으로서 유리나 금속으로 만든 용기를 사용하여 일정
온도에서 열처리를 통하여 분말을 제조하여 초미립 분말을 단순공정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연속적인 생산이나 분말회수율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대량 생
산을 위한 연속공정의 필요성과 미세한 분말의 효율적인 회수를 통한 수율 향상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존의 실험실적인 연소공정의 단점을 보완하여 연속식 개량합성
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속식 합성공정에 적합한 분말 제조장치
를 설계하여 제작하였으며, 몇 번에 걸친 설계 및 제작의 수정, 보안하여 장치를 개
발하였다. 이 장치는 액체정량펌프 및 초음파 분무 발생기를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출발(반응)용액을 공급함으로서 분무와 동시에 자발연소 시키고 합성된 분말을 닫
힌 계에서 바로 포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분무연
소공정을 개발하여 분말의 생산수율 향상 및 연속생산을 가능케 하였으며 다른 합
금분말의 개발 연구에도 활용하고자 하였다.
최종 제작된 연속식 분무연소 합성장치는(fig. 2-1-18 참조) 세라믹스 분말 및
복합체 분말을 연소합성법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장치로서, 분무, 건조 및 연소에 의
해 분말을 합성하는 장치이다. 더 자세히는 용액공급 및 이송가스의 흐름이 연속적
으로 조절되는 주입부와 용액의 연소합성이 일어나는 가열부 및 이송가스와 합성분
말을 반응기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포집부로 나누어 진다. 분무연소합성법은 자발
착화연소법의 한 방법으로 일반적인 자발착화연소법과 달리 연소를 위한 출발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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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무장치를 이용하여 액적으로 만들어 열원에 공급하는 차이를 갖고 있는 분말
합성법이다. 일반적인 자발착화 연소반응법은 금속 질산염과 우레아나 글라이신과
같은 아민기나 카르복시산기를 지닌 유기물 연료가 물과 같은 용매에 녹아 있다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되면 용매는 증발되며, 이와 함께 유기물 기가 금속질산염
의 질산기와 연소반응에 의해 자발착화 되고, 이 연소열에 의하여 금속이온의 산화
반응이 시작되고, 이 반응의 발생열에 의해 반응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특정상의
산화물 분말을 얻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장치의 특징은 고농도의 수용액 원료를
초음파분무 방식에 의해 분사시켜서 미세한 액적이 반응부에서 균일하게 반응 및
연소하여 합성분말을 대량 또는 연속적으로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분무연
소합성장치는 용액 및 가스 공급장치, 용액 분무장치, 열반응기 및 분말 포집과 가
스배기장치로 크게 구성되어 있으며, 용액 및 가스 공급장치는 금속염과 연료 및
순수를 담을 수 있는 용기와 금속염과 연료 및 순수의 혼합용액을 교반하면서 일정
한 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이며, 또한 산화성 또는 환원성 가스 및 불활성 가
스를 일정한 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반 장치인 가스공급장치는 혼합용액의 일정
량을 분무 또는 연무와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외부 가스를 공급하며, 특히 용액의
난류현상과 응집현상을 방지하도록 흐름량과 흐름방향 및 가스압력이 조절되는 장
치이다. 용액분무장치는 공급된 혼합용액을 공급되는 가스량과 압력에 의하여 분무
하거나 압전성 소자를 사용하여 초음파로 미세액적을 만들어 일정량을 분무 또는
연무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용액 및 가스 공급장치와 용액 분무장치는 반응기의
상부에 위치하고 일체형으로 제조되어 탈착이 용이하며, 별도의 냉각장치를 가지고
있다. 열반응기는 양끝이 열려있는 튜브형태이며 직경이 25cm 이고 길이가 150cm
인 quartz 재질로 제작하였으며, 균일온도구역이 50cm로 조절되는 3 zone 반응기이
다. 분말포집장치는 1개의 금속망을 포함한 1차 포집부와 사이클론 및 미세금속망
을 포함한 2차 포집부 및 극미세 종이필터를 포함한 3차 포집부로 구성되어 있으
며, 1차 포집부에서 외부기체의 유입을 통하여 기체흐름조절을 이용하여 합성분말
이 막힘 없이 효율적으로 포집 되도록 하였다. 또한 최종 외부배기부는 에어펌프를
이용하여 반응기 전체의 배기를 원할히 하였으며 vent valve를 통하여 반응기의 압
력을 조절하였다. 본 연속식 분무연소합성장치는 기술특허를 준비하고 있다. 본 장
비를 사용하여 Cu-Al2O3 분말 합성 및

Li2TiO3 분말을 합성하였으며, 각 경우의

분말특성 및 변수를 조사하였다. 표 1은 본 장치를 이용하여 Cu-Al2O3 분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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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공정결과로서 시험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생산수율이 평균 80%
이상으로서 우수한 분말회수율을 나타내었다.

Table 2-1-1 분무연소합성장치를 이용한 CuO-Al2O3 분말 제조

Series #

총 Batch
(500ml/batch)

합성온도
o

( C)

평균산출량
(%)

Remark

* 초기 산출량 실험
1

11 Batch

500

45%

* 총 11 Batch 투입
* 분말포집시 filter 막히는 현상

* Filter 및 nozzle 장치 보완
* 용액의 비산현상 발생
2

44 Batch

550

25%

* 반응기 내벽에 붙는 현상 발생으로
인한 수율감소
* 주입 가스의 방향 및 흐름량 조절

* 주입가스 방향 및 흐름량 조절
3

41 Batch

550

75%

* 분말포집부 예비가열
* 최대 91% 수율 달성

* 1차, 2차, 3차 필터 교체후 가동
4

130 Batch

550

80%

* 2차 필터쪽 분말운반가스 유량조절
* 분말처리장치에 일정한 진동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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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무연소합성법으로 Li2TiO3 분말제조 및 소결
앞의 결과에서는 글라이신(glycine)을 연료로 자발착화연소반응에 의해 초미립
의 Li2TiO3 단일상 분말을 쉽게 얻을 수 있었으며, 실제 노내성능 평가 시험을 하기
전 단계로 합성된 분말을 이용한 Li2TiO3 분말의 소결특성을 평가하고 소결조건을
확립하였으며, 일반적인 고상소결법 보다 낮은 소결온도에서 치밀화가 일어났으며,
여러조건에서 합성된 분말의 특성자료를 구축하였다. 본 결과는 기 제작된 연속식
분무연소합성장치를 이용하여 분말의 형상이 조절된 Li2TiO3 분말을 합성하고, 첨가
되는 연료의 유무를 변수로 합성된 분말의 특성 및 소결특성을 시험하였다.
(가) 분무연소합성시 Li2TiO3 분말 형성에 관한 고찰
리튬질산염과 타이타늄질산염 및 적정량의 연료를 화학정량으로 조절되도록 칭
량하여 수용액을 만들고, 또한 연료를 첨가하지 않은 수용액을 제조하여 분말합성
시 연료의 유무에 따른 분말형태 변화를 관찰하였다. 두가지의 수용액에 초음파를
인가하여 수용액을 마이크로 액적화 하였으며, 외부로부터 이송가스인 공기를 주입
o

하여 생성된 액적을 반응로의 고온부로 이송한 후 800 C에서 합성하였다. 각 조건
에서 합성된 분말의 XRD 상분석 결과를 Fig. 2-1-19에 나타내었다. 첨가된 연료의
유무에 관계없이 Li2TiO3 단일상이 형성되었으며, 특히 연료가 첨가되어 합성된 분
말의 경우는 결정성이 더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2-1-20은 각 조건에 따라
합성된 분말의 SEM 미세구조사진으로서 평균입경이 1㎛인 구형의 입자가 형성되
었으며, 연료가 첨가된 경우의 입자표면에는 작은 구체들이 밀집된 형태로 관찰되
어서 아주 미세한 일차입자들이 모여서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연료의 양에 따른 연소반응 고찰
o

Fig. 2-1-21은 합성온도가 800 C에서 연료유무에 따라 합성된 분말의 재열처
리 따른 열중량변화를 나타내었다. 연료가 첨가되어 분무연소합성된 분말의 경우는
o

1000 C 까지 열처리하여도 무게의 감소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것으로 보아서 분무연
소합성시 완전한 결정의 분말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연료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는 비록 XRD 분석상으로는 단일상이 형성되었더라도 무게의 감소가 크게 일
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형성된 분말의 내부에는 열분해 되지 않은 반응물
o

o

이 남아있어서 200 C 이하에서는 수분의 방출이 생기고, 550 C에서는 미반응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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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물이 반응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연료가 첨가된 경우는 연소합성온도인
o

800 C에서 완전히 산화환원반응이 일어나서 미반응이 없는 단일상인 분말이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같은온도에서 합성되더라도 연료의 유무에 따라서 형성되
는 분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연소합성법은 일반 열분해법 보다 더 낮은 온도에
서 결정상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소결특성 변화 관찰
o

분무연소법으로 합성된 분말을 900 C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한 후 분말의 파단
면을 관찰하면 파단면은 내부가 채워져 있었으며 입자크기는 평균 1㎛를 유지하고
o

있다. Fig. 2-1-22는 연료유무에 따라 합성된 분말을 성형하여 1100 C의 공기중에
서 2시간 동안 소결한 시편의 파단면이다. 연료가 첨가되어 합성된 분말의 경우는
입자크기가 3~5㎛인 균일한 미세구조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 연료가 없이 열분해로
만 형성된 분말의 경우는 입자 성장이 크게 일어나 입자내에 기공이 갇히는 현상이
일어났으며 기공의 크기는 1~2㎛ 정도인 것으로 보아서 치밀화 보다는 입자성장이
크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분무연소법(연료첨가의 경우)으로 합성된 분말의 경우
는 결정화가 완료된 상태로서 소결열처리중 분말상호간의 necking 현상등에 의하여
치밀화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분무합성법(연료미첨가의 경우)으로 제조된 분말
의 경우는 분말의 외부만이 결정화 되고 내부에는 비어 있는 porous 한 미세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무합성에 의한 분말은 가압성형시 외부의 결정화된 부분이
파쇄되어 압축되었을 수 있으며, 이런 파쇄입자들이 열처리 중에 큰입자들에게 병
합되어 입자성장이 낮은 온도에서 크게 일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미세 기공이 적절
히 제거되지 못하고 폐기공으로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결과로부터 연료의
유무에 따라 합성된 분말의 형태와 구성성분의 차이가 발생하여 이에 따라 소결 열
처리시의 표면에너지 및 입자성장 구동력이 달라져서 소결체의 미세구조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결과로부터 분무합성법이나 분무연소합성법에 의해 제
조된 분말은 기존의 고상소결 분말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증식재로서 요구되는
85%의 상대밀도를 지닌 소결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소결성 확인연구가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분무연소법으로 얻어진 분말의 소결체 미세조직에서 많은
기공이 관찰되는바 소결조건의 적절한 변화를 통하여

증식재로서 사용시 삼중수소

의 이동경로가 되는 개기공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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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량공정으로 제조한 Cu-Al2O3 재료의 노외특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앞의 연구에서 확립된 자발착화 연소법과 선택적 환원법을 기본
으로 분무연소합성장치를 이용하여 분말을 생산하고 그 분말을 환원하여 봉상으로
압출 가공하는 공정을 확립하였다. 또한 압출재의 인장강도와 전기전도도를 측정하
여 압출재의 특성을 살펴 보았다.
(가) 분말의 선택환원 공정개발 및 성형/압출공정
연속분무 장치로 합성한 분말의 입자는 매우 미세하고 유동성이 좋아 단 batch
type 자발착화 연소합성법으로 제조된 분말과는 달리 환원시 쉽게 비산되어 환원
분말의 포집이 어려웠다. 적절한 환원분위기 조건을 찾기 위하여 300℃/hr 의 속도
로 승온 및 냉각하여 650℃~950℃의 범위에서 50℃ 간격으로 1, 2, 4시간 환원처리
하였다. 최종적으로 800℃, 1시간을 환원조건으로 선택하였으며 이때 공급된 수소의
양은 10 cc/min 이었다. 육안으로는 650℃에서 고온으로 갈수록 환원 분말 색상이
밝은 빛을 띈 전형적 구리 색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XRD 측정 결과 환원공정의
온도 변화에 따른 회절 peak의 차이는 없었으나 XRD 측정에서 미량의 성분은 검
출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간의 산화구리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Fig. 2-1-23). 특히 1차
년도 batch type 분말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Cu phase peak만이 검출되고 Al2O3
phase peak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문제는 SEM과 TEM을 이용하여 EDS로 분석
하여 구성원소의 비율로 Al2O3 의 존재와 순수 Cu를 확인하였다 (Fig. 2-1-24).
2

환원된 분말을 ø75mm 금형에 충진하여 450 kgf/mm 의 압력을 일축 방향으로
가하여 길이 110mm 압분성형체를 얻었다. 이 성형체를 냉간 정수압(Cold Isostatic
2

Press:CIP) 성형기로 1850 kgf/mm 의 압력을 가하여 ø58mm 길이 100mm의 최종
성형체를 얻었다. 이렇게 얻어진 성형체를 1차 750℃에서 30분간 유지한 후 ø
2

19mm, ø16mm의 flat한 금형에서 곧바로 170 kgf/cm 의 압출기로 압출을 실시하
였다. 그러나 batch type 자발착화연소 합성법으로 제조한 분말의 결과와는 달리 압
출재에 심한 균열과 부스러짐 현상이 있었다. 이 실험결과를 참고하여 압출 금형의
형태를 ø16mm conical type 금형으로 교체하였다. 이때 압출 조건은 Ram speed
1.5mm/sec, Container 및 Die 온도를 450℃로 고정하였으며 Billet 온도를 달리하여
표면 균열의 생성 유무로 최적 조건을 결정하였다. 압출금형의 교체후에 압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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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et은 양호한 표면상태를 보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상온과 고온에서의 인장강도
및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였다.
(나) 상온 및 고온 인장시험 및 상온 전기 전도도
압출 봉재를 이용하여 ASTM;E-8 규정에 의거 인장시편을 가공하여 인
장강도를 측정하였다. 인장 변형속도는 2.0 mm/min의 일정한 속도로 최대 인장 하
중값을 상온, 200℃, 400℃, 600℃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인장결과 batch type 분말
로 제조된 압출 봉재 보다 인장강도가 낮게 측정되었다 (Fig. 2-1-25). 이는 압출
봉재의 압출비, 압출 온도, 분말의 형상이 batch type으로 제조된 것과 상이한 원인
중 하나로 사료된다. 또한 인장 실험 후 파단면 관찰에서 파단면 조직 내부에 기공
이 많이 관찰되었으며 이렇게 치밀한 미세구조를 지니지 못한 것이 인장강도를 낮
춘 원인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미세조직이 치밀화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환원공정에서 산화구리가 구리로 완전하게 환원되지 않고
CuO가 남아서 입자간 결합을 방해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다른 한가지로는 환
원된 분말의 입자가 batch type으로 제조된 분말보다 더욱 미세하여 환원이 완전하
게 되었더라도 분말의 성형과정에서 대기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입자표면이 산화된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적절한 환원조건의 확립과 성형공정에서 분말의 대기접
촉을 방치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인장강도를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전기 전도도 측정은 압출재 수직 단면에서 상, 중, 하부에서 각각 시편을 채취하
여 Linear Four Point Probe Method로 상온에서 측정하였다. 상온 전기 전도도 측
정값 역시 1차 연도 연구 결과 측정값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얻었다 (Fig.
2-1-26). 이는 앞서 인장시험에서와 같이 압출 봉재가 치밀한 미세구조를 갖기 못
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적절한 압출 조건의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4) 분무연소합성법에 의한 Cu-Ni 합금분말제조
최근 금속합금재료개발 관심은 초미립 미세조직을 갖는 합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특히 원자로심 부품중에서 Inconel 합금으로 구성되는 핵연료집합체 grid
등은 로심의 고온, 고압 부식 및 방사선 환경에서 견뎌야 하기 때문에 고온강도, 부
식저항성 및 방사선 조사거동 및 크립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야 한다. 이런 재료의
성능향상 연구는 기존의 합금개발방법의 개선 또는 합금조성의 조절에 의존되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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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미립 소재연구는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원자로심
소재개발에 접목하는 것은 선도기술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고성능(고연소도) 원자
로설계에 적합한 부식저항성 및 중성자조사 변형 등에 대한 저항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노심용 소재로서 새로운 Ni계 합금(Inconel)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러한 원자로의 효율성 향상 요구는 노심재료의 획기적인 성능향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래의 합금제조 방법보다 새로운 방법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극미세 합
금은 미래의 새로운 소재로서 여러 분야에 응용될 수 있으며 특히 부식저항성이 우
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구중인 극미립 분체 분말제조기술은 거의 실험실적
규모이기 때문에 분말의 대량생산 및 연속생산이 큰 연구테마이다. 현재는 기계적
합금화기술 (mechanical alloying)를 이용하여 다량의 기계적합금화 분말을 제조함
으로서 내부식성 및 고온강도가 요구되는 원자로심 재료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기계적합금화는 볼과 볼, 볼과 용기내벽과의 충돌에 의하여 합금화 하
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종분말의 오염이 생길 수 있으며 또한 합금화하는 분말의 양
과 공정장치의 변수등이 경제성과 연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분무연소합성 제조공정을 이용하면 극미세입자들이 모인 구
형의 이차입자 생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본 제조공정을 금속분말합성에 활용하는 가
능성을 실험하였다. 구리질산염과 니켈질산염 및 적정량의 연료를 화학정량으로 조
절되도록 칭량하여 수용액을 만들고, 또한 연료를 첨가하지 않은 수용액을 제조하
여 분말 합성시 연료의 유무에 따른 분말형성을 관찰하였다. 두가지의 수용액에 초
음파를 인가하여 수용액을 마이크로 액적화 하였으며, 합성시 분위기를 환원성 분
위기로 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이송가스로 알곤-수소를 주입하여 생성된 액적을
o

반응로의 고온부로 이송한 후 800 C에서 연소합성하였다. 연료가 첨가된 조건에서
합성된 분말의 XRD 상분석 결과를 Fig. 2-1-27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단일상의
CuNi 합금이 형성되었으며, 다른 불순물, 특히 금속산화물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
2-1-28는 합성된 분말의 SEM 과 TEM 미세구조사진으로서 평균입경이 3㎛인 구
형의 입자가 형성되었으며, 연료가 첨가된 경우의 입자표면은 아주 미세한 일차입
자(< 200nm)들이 모여서 형성되어 있는 내부가 비어있는 hollow sphere로 관찰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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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로심 부품용 합금재료 신 제조공정 개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축적되어 있는 분말제조공정인 연소합성공정 기술을 응용
하여 로심 부품용 합금재료의 분말 제조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대상재료는
Inconel 합금의 주 원소인 Ni, Fe, Cr의 합금분말화 가능성 및 본 분말제조공정 또
는 응용된 분말제조공정으로서 합금분말제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원
소조성 변화에 따라 분말합성의 조건을 조사하였다. 각각의 원소조성에 따라서 순
수 Ni 분말, Ni-Fe 합금 및 Ni-Fe-Cr 합금 분말에 대하여 공기중에서의 연소합성
법, 환원분위기에서의 분무연소합성법(UMCP) 및 환원분위기에서의 금속염 열분해
법 등을 이용하여 합금분말의 합성조건 및 결과를 고찰하였다. 각 조성으로 합성된
분말의 가공기술 및 소결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합성된 분말을 유발에서 분쇄한
o

후 직경 10mm, 높이 3mm 성형체를 제조하여 소결하였다. 소결온도는 900 C와
o

1000 C에서 각 2시간동안 행하였으며, 소결시 로내 분위기는 환원분위기를 유지하
였다. 또한 제조된 소결체에 대한 로내 수화학 조건에서의 부식특성 및 상온 및 고
온강도 측정을 위하여 소결체를 냉간압연 및 열처리를 하여 시편을 제조하였다.

(1) 초미립 Ni 계 합금 분말 제조기술 개발
초미립 합금은 미래의 새로운 소재로서 여러 분야에 응용이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공정기술에 의한 초미립 조직의 고성능 금속소재는 소재의 강도 향상
및 산화,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소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금속소재 개
발의 새로운 개념인 초미립 미세조직을 갖는 금속소재 연구에서 주된 응용처는 원
자로심에 사용되는 부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초미립 미세조직을 갖기
위해서는 합금 또는 복합체 분말의 입도가 1μm 이하이고 100∼500nm 의 일차입
자로 구성되어 열처리 및 여러 공정후에도 재료 자체의 강도 및 내식성이 매우 뛰
어나야 한다. 원자로심 부품용 대상재료는 우수한 내식성과 고온강도가 요구되는
Zr 계 합금과 핵연료집합체의 spacer 및 증기발생기재료로 사용되는 Inconel 합금소
재로 로내 환경하에서 부식성, 조사손상, 고온강도 및 Creep 저항성 등이 있어야 한
다. 이들 소재는 현재 초기의 합금조성을 조절하여 용해, 응고 및 결정화 공정을 통
하여 합금화하는 공정으로 제조되고 있다. 특히, 고연소도 및 고성능을 지닌 원자로
재료설계에 부응하는 부식 및 중성자 조사하의 변형(입성장, creep)에 대한 저항성
이 개선된 Ni-기 합금소재 제조 등에 관한 초미립 소재연구는 세계적으로 아직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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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계이며, 그 제조 방법은 급속응고법 (rapid solidification), 기상증착법 (vapor
deposition), MA(기계적 합금법), 극저온 성형법 (cryogenic metalforming), 극소성
변형법 (intense plastic straining) 등이 연구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축적되어 있는 분말제조공정인 연소합성공정 기술을 응용
하여 로심 부품용 합금재료의 분말 제조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대상재료는
Inconel 합금의 주 원소인 Ni, Fe, Cr의 합금분말화 가능성 및 본 분말제조공정 또
는 응용된 분말제조공정으로서 합금분말제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원
소조성 변화에 따라 분말합성의 조건을 조사하였다. 각각의 원소조성에 따라서 순
수 Ni 분말, Ni-Fe 합금 및 Ni-Fe-Cr 합금 분말에 대하여 공기중에서의 연소합성
법, 환원분위기에서의 분무연소합성법(UMCP) 및 환원분위기에서의 금속염 열분해
법 등을 이용하여 합금분말의 합성조건 및 결과를 고찰하여 각 제조공정에 따른 합
금화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를 표 2-1-2에 나타내었다.

Table 2-1-2. 분말제조공정에 따른 합금분말 합성 조건 및 결과
연소합성법(공기중)

분무연소합성법
(UMCP, 환원분위기)

환원열분해법

Ni 분말

0

0

0

Ni-Fe 합금분말

X

0

0

Ni-Cr 합금분말

X

X

X

Ni-Fe-Cr 합금분말

X

X

X

공기중에서 시행한 연소합성공정에서는 첨가된 연료의 양에 따라서 환원성분위기가
되는 조건으로 합금분말을 제조하였으며, Ni 질산염만을 사용하여 과량의 연료로
연소할 경우 강한 불꽃 반응을 동반하며 Ni 분말의 형성은 가능하였으나, Ni-Fe 와
Ni-Cr 조성의 경우는 Fe 와 Cr의 산화로 인하여 합금분말이 합성되지 못하고 복합
산화물 분말로 제조 되었다. 또한 환원분위기에서의 분무연소합성법(UMCP)으로 합
성된 분말의 경우도 Ni분말은 합성되었으나 다른 조성의 합금분말은 금속원소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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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합금분말이 합성되지 않았으며, 첨가된 연료로부터 생성된 탄소가 일부 함유
되어 있었다. 환원분위기에서의 금속염 열분해법으로 합성된 분말의 경우도 Ni 및
Ni-Fe 조성의 경우는 합금분말 제조가 가능하였으나, Ni-Cr 및 Ni-Fe-Cr의 조성의
경우는 Cr 원소의 산화로 인하여 원하는 조성의 합금분말을 합성할 수 없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금분말 합성시 발생하는 Cr 원소의 산화를 이용하여 Ni 금속
기지내에 미세한 입자의 Cr 산화물을 분산시켜, 합금분말 표면 및 내부에 Cr 및 Cr
산화물을 포함하는 산화물 분산 Ni 분말을 환원분위기하에서 금속염 열분해법을 이
용하여 합성하는 제조방법을 개발하여, Cr 산화물이 분산된 Ni 분말의 특성 및 소
결거동과 Cr 산화물 함유 Ni 합금의 기계적 특성 및 부식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실험방법은 수용액으로부터 제조하기 때문에 Cr 산화물의 분산이
용이하며 첨가되는 연료 및 환원성 첨가제가 없기 때문에 불순물의 함유가 없는 분
말을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i 질산염과 Cr 질산염을 분말 합성시 존재하게
되는 Cr 산화물의 양을 무게비로 0, 0.1, 0.3 및 0.5%가 되도록 칭량하여 증류수에
용해시킨 후, 충분한 교반으로 혼합한 수용액을 건조하여 건조체를 형성하고, 이 건
o

조체를 Ar-4%H2의 환원분위기에서 500 C로 유지하여 금속질산염의 환원열분해를
하였다. 열분해 후 합성된 분말에 대한 XRD 분석의 결과를 Fig. 2-1-29에 나타내
었다. Ni 질산염만을 환원한 경우는 Ni 분말로 완전히 환원되어 Ni peak 만이 분석
되었으며, Cr 질산염이 0.1~0.5% 함유된 분말은 첨가된 Cr의 양이 적어서 XRD 분
석상으로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7% 이상의 Cr 질산염 첨가한 경우에는 Cr2O3 회절
피크가 분석되었고, 또한 미량의 Cr2O3는 TEM-EDS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
었다. 각 조성으로 합성된 분말의 형상은 Cr의 첨가량에 관계없이 미세한 분말이
약한 응집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런한 응집체는 약한 힘으로도 쉽
게 분쇄되었으며, 일차입자크기는 20nm 이었다.

(2) 초미립 Ni 계 합금 분말 가공기술 개발

각 조성으로 합성된 분말의 가공기술 및 소결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합성된
분말을 유발에서 분쇄한 후 직경 10mm, 높이 3mm 성형체를 제조하여 소결하였다.
o

o

소결온도는 900 C와 1000 C에서 각 2시간동안 행하였으며, 소결시 로내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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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분위기를 유지하였다. Fig. 2-1-30은 각 소결온도에서 소결된 시편의 상대밀도
o

를 나타내었다. 1000 C에서 소결된 시편의 상대밀도는 이론밀도의 95%정도이며
Cr2O3의 첨가량이 0.3% 까지 첨가되어도 소결밀도의 변화는 없었으나, Cr2O3이
0.5% 이상 첨가되면 소결밀도가 크게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분말에 함유된
Cr 산화물이 과량 존재하여 Ni분말의 치밀화 소결을 방해하기 때문에 소결체의 소
o

결밀도가 감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1000 C에서 소결된 시편의 파면은, Ni 금속 소결
체의 경우는 입자의 크기가 10um 이상으로 크게 성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입
자의 빠른 성장으로 기공이 입자내에 포획되어 있으나, Cr2O3이 0.3 및 0.5% 첨가된
분말을 소결한 소결체의 파면은 입자크기가 균일하며 입자크기는 1~2 μm 정도로
Ni 입자의 입자 성장이 상당히 억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산되어 있는
Cr2O3 입자가 Ni 입자내부 및 입계에 존재하여 소결시 Ni의 입자성장을 억제하여
Ni 입자내부에 포획된 기공이 없는 균일한 입자크기의 미세조직을 형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o

Fig. 2-1-31은 1000 C에서 소결된 0.3% Cr2O3가 첨가된 시편에 대한 TEM 사
진 및 TEM-EDS 분석결과이다. 분산된 Cr2O3는 구형의 입자 형태로 존재하며, Ni
입자내부 및 입계에 존재하고 있으며, Cr 산화물의 입자 크기는 100~200nm의 크기
로 2~3개의 Cr 산화물 입자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TEM-EDS 분석결과, 기
지상인 Ni은 Ni 함량이 99.79%이고 Cr 함량이 0.21% 이며 산소는 존재하지 않았으
며, 구형의 Cr 산화물입자는 산소가 잉여된 Cr2O3.39산화물의 조성으로 분석되었다.
o

o

Fig. 2-1-32는 900 C와 1000 C에서 소결된 시편에 대한 미세경도 측정값이다. Cr
산화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미세경도 값은 증가 하였으며, 0.5% Cr2O3 이 첨가된 경
우는 소결밀도의 저하로 경도값이 저하됨을 알 수 있다. 이런 경도의 증가는 첨가
분산된 Cr 산화물이 Ni 기지상의 경도 값을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3) 제조된 합금의 관련부품제조에 노심체결부품의 활용성 평가

각 조성으로 제조된 소결체에 대한 로내 수화학 조건에서의 부식특성 및 상온
및 고온강도 측정을 위하여 소결체를 냉간압연 및 열처리를 하여 시편을 제조하였
다. 냉간압연판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가로 25mm, 세로 60mm 및 두께 4mm의 직사
o

각형 모양의 성형체를 제조하여 1000 C에서 2시간동안 소결한후, 이 소결체를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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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2차 냉간압연하여 최종 판재의 두께가 1mm인 압연체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압
연체는 압연률을 4%로 하여 압연하였으며 육안 관찰상으로 균열등은 존재하지 않
았다. 최종 압연된 압연체는 두께가 1mm, 너비 15mm 및 길이가 150mm 이며, 압
연체에 존재하는 잔류응력 제거를 위하여 1000℃에서 2시간 열처리를 하였다. 압연
체 제조에 사용한 합성 분말 및 성형체와 최종 냉간 압연체의 사진을 Fig. 2-1-33
에 나타내었다. 각 조성의 압연체로 부터 길이 13mm, 너비 13mm, 두께 1mm의 부
식특성 시험용 시편을 제작하여 내부식성 실험을 행하였다. 부식실험은 냉간압연된
Ni판재, 0.3% Cr2O3 첨가 Ni판재 및 상용분말을 사용하여 냉간압연한 (Aldrich Co.)
o

압연체를 사용하였다. 로심 수화학 분위기조건으로 300 C에서 72시간동안 증류수하
에서 부식실험을 하였다. 부식실험후 시편을 세척하고 시편의 무게변화와 표면 변
화를 관찰한 결과, 각 조성의 시편 모두 시편표면의 색깔은 약간 변하였나, XRD 분
석결과로는 Ni 산화물은 분석되지 않았다. 시편의 무게변화는 시편의 무게와 시편
의 겉보기 표면적으로부터 계산하였으며, 계산 결과 Aldrich Co사의 상용분말을 사
2

용하여 제조된 시편의 경우 Weight gain은 10.028 mg/dm 이고, Ni 압연판재의 경
2

2

우는 10.569 mg/dm 이며 0.3% Cr2O3가 첨가된 판재의 경우는 8.976 mg/dm 이었
다. Cr2O3가 첨가된 경우 Weight gain이 다소 감소된 이유는 이미 설명하였듯이 Ni
기지내에 존재하는 Cr이나

Cr산화물이 로내분위기에서 Ni의 내부식성을 다소 증

가시킨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현상은 로내에서 장시간 유지될 경우 Cr 산화물
첨가 Ni 합금의 내부식성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사항>
산화제와 연료의 개념은 Jain등에 의하여 제안되었는데, 산화제로서 금속염(금속
염중 NO3가 산화제 역할), 연료로서 glycine(NH2CH2COOH)을 사용하는 경우에 아
래와 같은 연소반응식이 성립된다.
금속 질산염(M(NO3)x) + glycine(NH2CH2COOH) →
금속 산화물(MOx/2) + H2O + N2 +

CO2

일반적인 화학 양론적 반응식을 구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적절한 반응식을 구해보
면, 먼저 산화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물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이다. 그
러나 산소(O2)가 참여하지 않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전자의 얻고 잃음을 통해서 산
화와 환원을 규정할 수 있다. 이때 전자를 얻는 경우를 환원이라 하고, 전자를 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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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산화라고 한다. 이러한 산화/환원 관계를 연소합성 반응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 산소(O)의 경우 최외각 전자가 6개 이므로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2개의 전자
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화/환원 반응 중 2개의 전자를 얻어서 최외곽 전자를 채우게
되므로 산소는 전자를 얻게 되는 것이고, 환원이 된것이다. 반대로 산화물의 경우엔
전자를 산소에게 주게 되므로 전자를 잃는 것이고 따라서 자신은 산화가 된다. 이
런 산화와 환원의 관계는 산화제와 연료간의 원자가 비율을 통해 연료의 많고 적음
을 구할 수 있다. elemental stoichiometric coefficient, ψe 를 통해 산화/환원 반응
에 필요한 전자와 공급되는 전자의 비를 통해 연료와 산화제의 많고 적음을 구할
수 있다.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Σ(Coefficient of oxidizing elements in specific formula)×(oxidizing valency)
ψe = ----------------------------------------------------------(-1)Σ(Coefficient of reducing elements in specific formula)×(reducing valency)
= p / r
여기서, p와 r은 산화되는 원소와 환원되는 원소의 전체 조성, oxidizing valency
는 자신이 환원되기 위해 얻어야 할 전자수이므로 “+” 이고, reducing valency는 자
신이 산화되기 위해 잃어버려야 할 전자수 이므로 "-" 값을 가진다. Oxidizing
element는 산화를 시키는 원소로 자신은 환원이 되므로 전자를 얻는 원소를 말한
다. 마찬가지로 reducing element의 경우에는 환원시키는 원소로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자신은 산화가 된다.

금속 질산염과 연료(예를 들어 glycine)의 경우에는

oxidizing element는 산소이온(전자를 얻는 것)이고, reducing element에는 수소, 탄
소, 금속이온(전자를 잃어버리는 것) 등이다.

이 경우 질소의 경우 산화/환원 반응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고려하지 않는다. 화학양론적인 조성일 경
우는 ψe =1 이며, ψe >1이면 연료의 양이 적은 것이고, ψe <1이면 연료의 양이 많
은 것이다. 따라서 reducing element의 총 전자가가 클수록 연료가 많다.
2. 내산화/내침식 표면코팅 공정 개발
가. CVD 법에 의한 표면개량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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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규소는 고온에서의 높은 경도 및 강도와 높은 내화학성 및 내산화성, 또한
높은 열전도성 및 낮은 열팽창계수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뛰어난 기계적, 화학적,
열적 물성으로 인해 관련된 응용분야는 광범위하다 [2-2-1]. 원자력분야에서 SiC
소재는 내마모성 향상이 요구되는 부분에 주로 고려되고 있으며, 원자로 냉각계 펌
프의 mechanical seal 이나 축수재료의 후보재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SiC/C 복합소재는 제어봉 구동부의 seal 소재의 후보재일 뿐만 아니라 핵융합로의
대면재, 중소형 동력로의 냉각계 펌프 베어링 end seal 소재, 고온 가스냉각로의 핵
연료 피복재로 개발되고 있다 [2-2-2,3]. 이외에도 SiC/C 복합소재는 graphite의 표
면개질을 요구하는 부분에 일반산업용으로 다양한 용도를 지니며, 특히 반도체 제
조용 치구산업에 많은 수요가 기대된다. 일반소결법에 의해 제조되는 탄화규소는
공유결합성이 강하므로 1700℃ 이상의 고온 공정이 요구되고, 기공이나 소결조제가
소결체 내부에 포함된다. 반면 화학증착법(CVD)을 이용하여 제조된 탄화규소는 Si
및 C를 함유한 원료기체를 이용하여 기상에서 고상으로 반응이 직접 일어나므로,
소결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제조가 가능하며 이론밀도에 가까운 치밀한 재료를 얻
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대면적 증착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hot
wall 형의 소형 반응기를 이용하여 5 cm 직경의 graphite 위에 반응온도 및 증착압
력을 변수로 하여 SiC를 증착하였고 증착기구와 증착막의 미세구조를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직경 15∼25 cm의 대면적 흑연 기판위에 SiC를 증착하였으며 기판
위에서 각 위치에 따른 증착두께와 미세구조를 고찰하고 균일성을 평가하였다.

(1) SiC 화학증착 공정연구
본 연구에서 화학증착 장치는 Fig. 2-2-1 과 같이 hot wall type 의 horizontal
reactor 이며,

반응관 내의 압력은 반응관에 부착된 진공계를 사용하여 압력변화를

감지하고, 반응관과 진공펌프 사이에 있는 bellows valve를 사용하여 mechanical
rotary pump로 흡입되는 기체의 양을 조절하여 전체압력을 결정하였다. 탄화규소
증착 후 발생하는 생성기체는 HCl 등의 유해 gas 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NaOH
trap 을 사용하여 중화시켜 배출하였다. 증착 원료 물질로는 Si : C 의 함량비가 1
:

1

로

되어

있어서

증착층의

조성이

화학양론적으로

되기

쉬운

MTS

(methyltrichlorosilane: CH3SiCl3, >99.9%, Aldrich Co., USA) 를 사용하였고,
carrier gas 및 diluent gas 로는 H2, purging 용으로는 Ar 을 사용하였다. MTS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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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bubbler 의 온도를 0℃ 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bubbler pressure 와 H2
유량을 변화시켜 조절하였으며, MTS와 H2의 비는 bubbling을 통해 조절된 MTS
유량과 H2 유량에 diluent gas로 H2를 첨가하여 조절하였다. 탄화규소 화학증착용
기판은 탄화규소와 열팽창계수가 비슷한 등방성 흑연을 사용하였는데, 지름이 24.5
mm 이고 두께가 3 mm인 disk 형태로 가공한 다음, SiC abrasive paper
(#1500~#2000) 와 1㎛ γ-Al2O3 paste 로 polishing 한 후 에틸알콜로 세척하고 dry
oven에서 건조시켜 사용하였다. 증착층의 제조 조건은 SOLGASMIXⅡ의 열역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β-SiC 단일상이 증착되는 범위를 택하였으며, H2 : MTS 의 비
가 4 : 1, 전체유량이 200 sccm인 조건에서 전체압력에 따른 미세구조변화를 관찰
하기 위해 실험장치상의 최소 압력인 1.6 torr에서 100 torr까지 변화시켜 실험하였
으며, 미세구조가 증착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구간으로 알려진 1150℃에서 1300℃까
지 1시간 증착하였다. 증착속도는 흑연 기판 위에 증착 되는 탄화규소의 무게 증가
량을 기판의 단위면적당 단위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직경 5 cm 의 흑연 기판위에 반응온도와 전체압력을 조절하며 SiC 막을 증착하
고 증착속도와 미세구조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Fig. 2-2-2는 반응온도 및 전체압력
의 변화에 따른 증착속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Arrhenius plot 한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0 torr를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압력에서는 증착온도가 증
가하여도 증착속도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반면 10 torr 이상에서는 온도증가에 따
라 증착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현상은 Fig. 2-2-3의 전체압력
에 따른 linear velocity 와 residence time의 계산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1.6 torr
와 5 torr 경우와 같이 전체압력이 낮은 경우에는 linear velocity가 매우 빨라 hot
zone을 지나는 MTS 의 residence time이 짧아서 MTS의 분해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10 torr 이상에서는 전체압력의 변화에 따라 linear
velocity의 변화가 크지 않으며 residence time도 충분하여 온도에 따라 증착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ig. 2-2-2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압력이 100 torr
인 경우 1250∼1300℃ 범위에서 기울기가 작아지는데 이는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면
물질전달이 증착반응을 지배하게 된다는 기존의 보고와 일치하는 것이다. Fig.
2-2-4는 반응온도 및 전체압력의 변화에 따른 SiC 증착층의 미세구조 변화를 나타
낸 것이다. 1150℃에서는 전체압력에 관계없이 모두 round-top 구조를 보이고 있으
며 1250℃에서는 1.6 torr의 경우는 round-top, 10 torr 의 경우는 angular 구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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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r 이상인 경우는 faceted 구조로 전이하고 있다. 또한 1300℃에서는 전체압력에
관계없이 모두 faceted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미세구조의 변화는 Fig.
2-2-2에서 보였던 증착 속도론적인 고찰에서 예측할 수 있는 현상이다. 즉 전체압
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착기구가 표면반응에서 물질전달로 전이하는 온도가 낮아지
게 되며 증착온도가 증가되면 더 낮은 압력에서도 물질전달이 우세한 반응기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Fig. 2-2-5는 본 연구에서 관찰한 미세구조의 변화를
map 형태로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2) 대면적 SiC CVD 복합체 제조
원자력 산업용 구조소재는 일반적으로 약 20 cm 이상의 대면적이 요구되므로
궁극적으로는 대면적 화학증착 공정이 확립되어야 한다. 실제 이러한 대면적 증착
공정은 일반산업에서도 널리 요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기술이 개발되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체에서 개발한 대면적 증착 장비를 이용
하여 흑연 기판위에 SiC의 증착을 행하였다. 이 장비의 개략도를 Fig. 2-2-6에 나
타내었다. 대면적 증착에서는 우선 내용적 증가에 따른 온도분포 균일도를 고려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도측정 링을 이용하여 기판의 중심부
로부터 가장자리까지의 온도분포를 조사하였다. 중심부와 중심부에서 14 cm 떨어진
가장자리의 온도편차는 약 2℃ 내외로서 아주 우수한 온도의 균일성을 보이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흑연 기판위에 SiC의 증착은 Table 2-2-1에 나타낸 조건으로 행하였다. Fig.
2-2-7은 증착온도를 1200℃에서 1350℃까지 변화시키면서 증착속도를 관찰한 것으
로 1200∼1300℃ 구간에서는 온도증가에 따라 증착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1300℃ 이상에서는 온도에 따른 증착속도의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학증착에 있어서 증착기구는 Fig. 2-2-8에 나타낸 것처럼
세가지 기구로 대별할 수 있다 [2-2-4]. 우선 상대적으로 저온인 영역에서는 기판에
흡착된 화학종의 핵생성 및 확산 등 표면반응에 의해 지배되는 kinetic limited 부분
으로 표면반응의 속도는 온도에 따라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증착속도는
온도에 크게 의존한다. 반면 반응기내의 유체흐름에는 상대적으로 덜 의존하기 때
문에 균일한 증착층을 얻을 수 있어 전자 소자의 제조에 주로 응용된다. 한편 이보
다 고온인 영역에서는 열에너지의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표면반응은 충분히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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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 진행될 수 있어 기판으로의 반응 가스의 이동이 전체 반응을 지배하는
mass transport 영역이 된다. 이 부분에서는 증착속도가 빠르고 온도에 비교적 덜
민감한 반면 유체의 흐름이 중요해진다 [2-2-4]. 대면적의 두꺼운 증착막의 제조는
이 영역에서 반응을 진행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아주 고온인 경우 에칭이 일
어나거나

가스중에서

핵생성이

일어나

증착속도가

감소되는

thermodynamics

limited 영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경우 증착온도가 1300℃ 이하인 경우는
표면반응에 의해, 1300℃ 이상인 경우에는 물질 전달에 의해 증착 반응이 지배된다
고 생각할 수 있으며 대면적의 두꺼운 증착막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1300℃ 이상에
서 증착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Fig. 2-2-9는 1200∼1350℃에서 증착한 SiC의 XRD 분석 결과이다. 1200℃에서
증착한 경우 증착층의 두께가 얇아 기판의 흑연피크가 함께 나타나고 있지만 SiC
증착층은 β-SiC 만 관찰되며 (111) 면으로 집합조직이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1350℃에서 증착한 경우는 1300℃와는 달리 (220)면이 편향되어 나타난다. 증착온도
가 비교적 저온인 경우 표면에너지가 가장 낮은 최밀 충진면이 잘 형성되지만 증착
온도가 증가함으로써 과포화도가 증가하면 표면에너지가 큰 면의 집합조직이 형성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Fig. 2-2-9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Fig. 2-2-10은 증착된 SiC에 대한 AES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앞의 XRD
결과와 같이 잔류 Si 또는 C이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SiC가 정량비에 잘 맞게 증
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2-2-11은 1200∼1350℃에서 증착한 SiC의 표면과 절
단면에 대한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이다. 1200℃에서는 직경 7∼8 μm의 덩어리로 구
성된 round-top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1300℃에서는 faceted 구조로 전이하고 있으
며 개개의 입자는 1∼2 μm 크기의 각진 형상을 하고 있다. 1350℃에서는 작은 온
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1300℃에 비해 입자 성장이 크게 일어나 평균입자 크기가 약
10 μm 이며 전형적인 faceted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Fig. 2-2-7의 속도론적
인 고찰에서 언급하였던 증착기구의 변화와 잘 일치하는 결과로서 1200℃에서는 표
면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형성된 핵의 성장을 빠르게 일어나지 못해 미세한 입
자로 구성된 덩어리 형상의 표면구조를 보이게 되며 1350℃에서는 표면확산이 원활
하기 때문에 물질전달이 주요한 지배 인자로 작용하여 입자의 성장이 빠르게 일어
날 수 있으며 각진 형상의 입자모양을 갖게 된다 [2-2-5]. 또한 1300℃는 두가지의
증착기구가 혼재된 전이 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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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증착된 SiC 막의 균일성을 조사하기 위해 15 cm 직경의 디스크를
십자 형태로 절단하고 중심부로부터 가장자리까지 2.5 cm 간격으로 각 위치에서 증
착막의 두께와 입자크기를 측정하였다. Fig. 2-2-12 와 13은 각각 SiC 증착막의 입
자크기 분포와 증착두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300℃의
경우 입자크기는 위치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1350℃에서
는 가장자리로 갈수록 입자크기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증착막의 두께는 중심부에
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감소하며 그 경향은 증착온도가 높은 경우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판에서의 위치에 따라 증착막이 불균일성을 보이는 이유로서는 유체흐름에
의한 영향, 반응 가스의 고갈 효과, 가스 주입부분에서의 가스 주입에 따른 온도편
차 등을 들 수 있다. 증착온도는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직경 35cm 내에서 ±2℃
정도로 매우 균일한 분포를 보였다. 반응가스 고갈효과를 고려할 경우 시편의 중심
부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증착속도가 감소되지만 기판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반응
가스의 농도가 줄어 핵생성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입자크기가 증가되어야 한다
[2-2-6,7]. 그러나 실제 시편에서는 가장자리 쪽이 입자크기가 작기 때문에 반응가
스 고갈효과는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가스 주입구의 위
치 및 opening size를 조절하여 가스의 flow pattern을 조절함으로써 증착막의 균일
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행하였다.
Fig. 2-2-14는 가스 주입구가 기판의 중심부에서 벗어난 위치에서 증착을 행했
을 때의 증착 두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심부와
가장자리의 증착 두께 차이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다. Fig. 2-2-15는 이 시편의
중심부의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구형의 SiC 입자 응집체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
를 보이고 있다. 이는 Fig. 2-2-16(A)와 같은 가스 flow pattern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흑연 기판 부분에 비해 가스 주입구 부분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자연
대류가 발생하고 가스의 forced flow가 없는 기판 중심부 쪽에는 그림과 같이 기체
가 와류를 형성하게 된다 [2-2-8]. 이러한 와류의 형성은 반응 가스의 체공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기판에 도달하기 전에 균일 핵생성 및 성장을 일으키게 한다. 이와
같은 기상 중에서의 균일 핵생성으로 인해 Fig. 2-2-14와 같은 증착 속도의 불균일
성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2-2-17과 Fig. 2-2-18은 가스의 주입이 기판의
중심부와 가장자리에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각 1350℃와 1300℃에서 증착을 행
한 결과이다. 이 경우에는 Fig. 2-2-16(B)와 같이 기판의 중심부와 가장자리에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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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균일한 flow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Fig. 2-2-17 및 18에서처럼 두께의 차이
가 거의 없는 균일한 증착층을 얻을 수 있었으며 증착온도가 낮을 때 증착속도는
감소하였지만 두께의 균일성은 향상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5cm의 흑연 기판에 1300℃에서 4시간 증착을 행하였고 이 시편의 모습을 Fig.
2-2-19에 나타내었다. Fig. 2-2-20은 25cm 흑연 기판에 증착된 SiC층의 두께 분포
를 나타낸 것이다. 평균 증착 두께는 93.8 μm 이며 두께의 편차는 ±12% 인 균일
한 증착층을 얻을 수 있었다. Fig. 2-2-21은 이 시편에서 최대 및 최소 두께를 갖는
부분의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최대 두께와 최소 두께의 차이는 약 22 μm 이
었다.
(3) C/C 복합체에의 조성경사 증착공정 개발
원자번호가 낮고 고온강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흑연이나 C-C 복합체는 핵
융합로의 플라즈마 대면재로 이용이 기대되는 소재이다. 그러나 이러한 탄소계의
소재는 저에너지 이온의 충돌이나 수소 원자와의 화학적 반응에 의한 침식에 취약
한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해 소재의 수명이 제한되며 플라즈마 가스에 불순물 이온
이 주입되어 플라즈마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2-2-9]. 뿐만 아니라 탄소
계 소재는 대부분 치밀한 미세구조를 갖지 않기 때문에 소재 내의 삼중수소 흡수
및 잔류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2-10]. 따라서 위와 같은 탄소계 소재의 단점
을 극복하기 위해 SiC, TiC, B4C 등으로 코팅하여 내침식성을 향상시키고 삼중수소
의 투과를 억제하기 위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특히 SiC는 구성원소의 원자번호
가 낮고 용융온도가 높으며 삼중수소의 투과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가장 유망한 소
재중의 하나이다 [2-2-11,12]. 본 연구에서는 C-C 복합체와 SiC의 중간층으로
C/SiC의 조성경사층을 도입함에 있어 먼저, C/SiC 경사층의 조성을 열역학적으로
계산한 후, LPCVD법으로 C-C 복합체 위에 C/SiC 조성경사층을 증착하였고, 각 경
사층의 미세구조와 조성 분포를 관찰하였다. 또한, 경사층이 균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여러 경사층을 증착하여 균열의 밀도를 구하였다.
Fig. 2-2-22는 압력을 10 torr, MTS/C2H2 = 1로 했을 때 온도에 따른 SiC와
graphite의 수율을 SOLGASMIX-PV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산한 값들이다. Fig.
2-2-22에서 1000∼1300℃ 구간에서 SiC와 C의 평형 몰수가 각각 1과 2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즉, MTS와 C2H2의 비를 1로 했을 때, 이 구간에서 SiC와 C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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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0.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의 결과와 SiC의 증착 속도를 고려하여 본 실
험의 증착 조건을 1300℃, 10 torr로 정하였다. Fig. 2-2-23은 원료가스 비와 여기서
예상되는 C의 조성비를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로부터 MTS와 C2H2
가스를 이용하여 모든 조성의 조성경사층을 증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
다.
Fig. 2-2-24는 10층의 C/SiC 조성경사를 둔 증착층의 파단면을 polishing한 후
back scattered electron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증착층의 두께가 SiC의 양이 많아지
는 증착층의 외부 쪽으로 갈수록 점차 두꺼워지지만, 각 층에서의 두께는 균일하고
치밀한 미세구조로 증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층의 계면은 결함이나 균열
이 없이 잘 결합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C/SiC의 조성경사를 증착시키
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모든 조성을 증착시켜 그의 증착층의 특성을 연
구한 결과는 그리 많지 않고 [2-2-13∼15],

Wang [2-2-16] 등이 SiCl4-C3H8-H2

계를 이용해 모든 조성을 증착시켰지만, 증착온도가 1400℃ 이상이고, 또한 porous
한 구조의 증착층이 나타나 모든 조성에서 치밀한 구조를 얻기가 어려웠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처럼 MTS와 C2H2를 원료가스로 사용한 경우에는 모든 조성에서
치밀한 미세구조를 갖는 C/SiC 층들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
Fig. 2-2-25는 증착된 carbon의 경도를 1 GPa로, SiC의 경도를 30 GPa로 하여
계산한 각 C/SiC 경사층의 경도값과 실험 측정치를 비교한 것이다. 이들이 잘 일치
하는 것으로부터 각 층의 밀도가 높고, SiC와 C의 분포가 균일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Fig. 2-2-26은 C2H2 가스의 양을 점차 줄이고, MTS의 양을 점차 늘려감
에 따라 증착되는 상들의 XRD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공급되는 MTS의 양이 많
아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C의 peak이 사라지면서 SiC의 peak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부터 각 조성 경사층은 결정질의 C와 SiC의 두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
고 점차적으로 C의 양이 줄어들고 SiC의 양이 많아지는 조성경사층이 증착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층의 조성 분포를 정량적으로 알아보고자 EDS 분석을 해
본 결과 위에서 SOLGASMIX-PV 프로그램으로 계산하여 Fig. 2-2-23에 나타낸 결
과와 비슷한 조성분포를 가지고 모든 조성의 경사층이 증착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의 결과를 Fig. 2-2-27에 나타내었다. 이는 모든 조성 구간에서 MTS
와 C2H2의 유량을 조절함으로써 쉽게 원하는 조성의 C/SiC 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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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8에 증착층을 Si에 대해 X-ray mapping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의
결과로부터 각 C/SiC 경사층에서 SiC와 C의 분포가 균일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Fig. 2-2-25에서 각 층의 경도를 측정하여 계산치와 비슷한
측정값을 가짐으로써, SiC와 C의 분포가 균일할 것으로 예상한 결과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조성 경사층에 의한 응력 완화 경향을 알아보고자, 조성경사층을 중간층
으로 도입하지 않고 순수한 SiC층만을 증착한 경우와 2층, 5층, 10층의 조성경사층
을 증착하였을 때, 표면층에 발생하는 균열을 관찰하였다. Fig. 2-2-29는 단위 면적
당 균열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조성경사층의 층 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점차적으로 균열의 밀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보다 완만
한 조성경사층을 이루는 경우가 C-C복합체와 SiC 사이에서 발생하는 열응력 완화
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응력완화와 균열의 발
생과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조성 경사층의 특성에 대한 보다
많은 자료의 확보와 경사층을 어떻게 배열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보다 많은 연구
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4) SiC 증착막의 기계적 특성 연구
SiC-coated graphite 계에서 SiC 층의 두께를 달리하였을 때 경도와 파괴인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SiC

층의

두께가

각각

70μm인

50μm,

시편에서

nanoindentation 및 Vickers micro-indention을 이용하여 경도를 측정하였다. 압입손
상은 코팅 층의 두께와 압입 하중에 따라 평가하였다. 압입 하중을 인가한 코팅 표
면은 1 μm까지 미세 연마하여 준비하였고, microindentation은 Vickers 압자를 사
용하여 50 gf 부터 3000 gf 까지 하중을 인가하며 경도 변화를 측정하여 압입손상을
관찰하였다. 경도 (H)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하였다 [2-2-17,18].
H = 1.854 P/d

2

여기서 P는 인가한 하중이며, d는 압입 흔적의 대각선 길이의 반이다. 한편
Hertzian indentations은 직경이 3.18 mm인 WC 구를 이용하여 압흔을 만들었으며,
최대하중을 P = 200 kgf로 하였다. 압입 면은 앞의 microindentation 시편과 마찬가
지로 미세 연마하였고, 압흔 관찰을 쉽게 하기 위하여 수십 Å 두께로 백금코팅을
선행하였다.

압흔의 직경 (a)을 인가한 하중(P)에 따라 측정하여 indentation

stress,

=

po

2

P/πa ,

와

indentation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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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을

계산하여

indentation

stress-strain

curve를

plotting하였고,

stress-strain

curves의

초기

기울기를

Elastic

modulus

이용하여

E

는

계산하였다.

indentation
indentation

stress-strain curve 식은 다음과 같으며 [2-2-19],
po = (3E/4πk)(a/r)
2

2

여기서 k = 9/16{ (1-ν ) + (1- νs ) (E/Es)} 이고, E and ν, Es and νs, 는 SiC
와 WC 각각의 Youngs modulus와 Poissons ratio이다.
Fig. 2-2-30은 nanoindentation에 의해 경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SiC 층의 두께에 상관없이 비슷한 경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압
입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두 시편의 경도는 차이를 보이는데 Fig. 2-2-31에 나타낸
것처럼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두 시편에서 모두 경도가 감소하지만 coating 층의
두께가 작은 시편에서 감소폭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즉, 압입 하중이 1N 또는 2N
정도로 작은 경우에는 두 시편의 경도가 비슷한 값을 보이지만 50μm 의 두께를
갖는 시편에서는 3N에서 급격한 경도의 감소를 보인 반면 70μm의 두께를 갖는 시
편에서는 10N에서부터 급격한 경도값의 감소를 보였다. 이는 경도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나는 임계 하중이 존재하며 이 값은 coating 층의 두께가 얇을수록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압자에 의한 압입 흔적의 미세구조를 관찰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
다. Fig. 2-2-32는 50μm 의 두께를 갖는 시편에서 압입 하중이 각각 2N 및 3N이
었을 때 압자흔적의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2N의 하중에서는 SiC의 취성으로
인한 방사형 균열이 나타나는 반면 3N의 하중에서는 압입 흔적의 크기가 훨씬 커
지며 방사형 균열 대신 압입 흔적 주위로 원형 균열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SiC가 coating된 graphite 계에서 경도는 coating 층 뿐만 아니라 기판층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압입 하중의 증가에 따라 압자에
의한 접촉 변형이 탄성 변형에서 소성 변형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압입 하중이 증가되면 기판층내로 응력 전달이 일어남으로써 상대적으로 탄성
계수가 낮은 graphite 의 특성이 경도값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Coating 층의 두께가 70μm 인 시편을 연마를 통해 두께를 감소시키면서
Vickers microindentation 을 이용하여 파괴인성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2-2-33에 나타내었다. Coating 층의 두께가 40∼70μm 인 범위에서는 파괴인성치
가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그 이하에서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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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임계 두께 이하에서는 균열의 전파가 억제됨을 의미한다. Fig. 2-2-34는 두께
가 50μm 와 70μm 인 시편에서 초경볼을 이용하여 Hertzian indentation 을 행한
후 두께 방향으로의 손상 거동을 관찰한 것이다. 두꺼운 coating 층을 갖는 시편에
서는 원형 균열이 형성되며 작은 표면 변형 부분을 관찰할 수 있다. 연마에 의해
표면 아래 쪽에 형성된 균열의 모습을 살펴 보면 이 원형 균열의 직경이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로부터 원형 균열이 일정한 각도를 이루며 cone 형태로 전파되어
나감을 알 수 있다. 반면 coating 층의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Fig. 2-2-34(B) 에서
처럼 이러한 원형 균열은 거의 형성되지 않고 표면 변형 흔적만을 나타내고 있다.
표면 연마를 통해 두께 방향의 미세구조를 살펴보아도 균열은 관찰되지 않는다.
Hertzian indentation 의 경우 표면 아래 쪽에 최대 전단 응력이 가해지게 되는데
coating층의 두께가 얇은 경우 이러한 전단응력이 기판층에 전달됨으로써 미세파괴
가 일어나면서 응력을 흡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는 재료
가 실제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경도 및 파괴 인성치가 적절한 값을 갖도록 coating
층의 두께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SiC 코팅층의 두께를 140 μm까지 두껍게 증착하여 위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기
계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Fig. 2-2-35는 흑연 기판 위에 SiC가 55, 70, 110 및 140
μm 코팅된 시편들의 Hertzian indentation법에 의해 측정된 indentation stress
strain curve이다. 일반적 monolithic SiC의 stress strain curve는 일직선의 관계를
유지하나 SiC가 코팅된 흑연의 경우는 작은 strain에서는 일차적으로 증가하다가
정점을 도달한 뒤 strain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초기에
는 SiC monoliths, 즉, 코팅 층이 우선하여 영향을 주며 stress strain curve가 변화
하는 경향을 갖지만 strain이 증가하면 기판인 흑연의 stress strain의 경향이 상대
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며 변함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코팅 증의 두께가
얇을수록 기판 증의 영향이 더 큼을 보여준다. 이는 elastic modulus가 작은 (즉 코
팅층과 기판간의 elastic modulus의 차이가 큰) 기판을 사용하면 stress strain
curve는 기판의 영향을 받게되어 monoliths와 다른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으며,
코팅 층의 두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stress strain 결과에
서 보면 정점이 코팅 층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strain이 큰 쪽으로 치우침을 알 수
있다. 이는 stress strain curve의 초기 기울기가 elastic modulus인 점을 고려하면
두께가 얇아질수록 elastic modulus 값이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초기 기울기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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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 계산된 elastic modulus도 140 μm 두께가 코팅된 경우는 약 4900 kgf/mm 으로
monolithic SiC에 근접한 값을 나타낸 반면, 55 μm 두께로 코팅한 경우는 694
2

kgf/mm 으로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Fig. 2-2-36은 위와 같은 시편들을 microindentation 하여 경도의 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다. 낮은 하중에서는 코팅두께에 무관하게 서로 비슷한 경도를 나타낸 반면,
압입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의 급작스런 감소가 관찰되었다. 코팅 두께가 증가
하면 더 큰 하중에서 경도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microindentation에 의한
압입 손상도 코팅 두께에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결과를 응용하면 압
입손상(경도 감소)이 일정한 양 발생하는 하중을 코팅 두께에 따라 예측을 하여
SiC 코팅 층의 적정두께를 선정할 수 있다.
위의 두 결과들을 고려하면, elastic modulus가 작은 기판 위에 elastic modulus
가 큰 코팅 층을 입힐 때, 압입 손상이 적은 코팅 층을 얻기 위해서는 코팅 층의
두께가 두꺼워야 하리라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damage-tolerance 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elastic modulus가 작았던 얇은 코팅 층이 요구되며, 이는 Hertzian
indentation에 의한 코팅두께에 따른 압흔양상의 변화에 의하여 관찰된 crack
suppression에 의한 결과를 고려하여도 알 수 있다. 따라서 SiC coated 흑연 혹은
soft substrate에 hard한 코팅층을 코팅할 때는 용도 및 사용조건에 따라 적절한 코
팅 층의 두께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리라 생각된다.
3. CVI법에 의한 내방사선성 SiC 복합체 개발

단일상(monolithic)의 SiC가 원전용 소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취성 파괴로 인한
응용의 제약이 극복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강화재(reinforcing
material)와 강화재를 결합해주는 기지(matrix)로 구성되는 복합재료의 개발과 관련
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세라믹 복합재료는 기계적 물성이 우수한 보강
재를 입자, whisker, 또는 섬유를 분산시켜 복합화 한 것으로서, 입자 또는 whisker
강화 세라믹 복합재료는 단일상 세라믹스의 파괴에너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
지만, 섬유 강화 세라믹 복합재료는 기지에 응력이 가해져 균열이 전파될 때 섬유
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여 세라믹스의 파괴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재
로 알려져 있다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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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제조방법은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으나, 화학 기상

침

투법(Chemical Vapor Infiltration, CVI)은 강화재 프리폼(preform) 내에 세라믹 기
지를 화학 증착 시킴으로써 복합재료를 제조하는 공정으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제조 공정이 이루어지므로 세라믹 섬유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복합체를 제조
하는 동안 수축이 없어서, 원하는 치수의 실형상을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
다 [2-3-3∼6]. 그러나, 화학 기상 침투방법에 의해 침투 공정을 진행할 경우 장섬
유 프리폼 표면에 침투하려는 기지물질의 증착이 이루어지면서 반응물 내부로 기지
상의 원료 물질 침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닫힌 기공이 남게 되는 canning 현상
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밀도의 복합체를 얻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canning 현상의
발생은 표면반응속도가 반응물의 확산속도보다 빠르게 되어 일어나는 속도론적 원
인과 섬유 보강재가 가지고 있는 큰 기공에 의해 발생되는 구조적인 원인 때문이다
[2-3-7∼8]. 이를 극복하기 위해 표면 반응 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침투 온도, 침
투 압력, 전체 유량 등을 낮추는 속도론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반응 시
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CVI 방법으로 SiCf/SiC 구조재료를 제조하기 위해 단층 fabric
이용 침착연구를 선행하고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층 SiCf/SiC 제조 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다층 SiCf fabric의 적층과 균일한 침착을 위하여 Forced-CVI
공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위한 제조 장비의 개념설계를 마치고, 침착로를 제작하
였다. F-CVI 연구와 병행하여 I-CVI 공정을 이용한 단층 SiCf/SiC fabric의 고밀화
공정을 연세대학교 위탁과제로 수행하여 F-CVI 공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F-CVI 결과의 비교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F-CVI 공정은 공정변수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원천기술의 확보에 주력하였으
며, 공정변수로는 침착압력, 침착온도, 원료기체와 희석기체의 비, 등을 고려하여 침
착거동 및 복합체의 기계적 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한편 연구기간 중 1999년 일
본의 금속재료연구소에 일본과기청 과학자 교류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원을 파견
하여 F-CVI와 관련된 선진기술의 습득 및 정보획득을 통하여 연구개발에 응용하였
다. I-CVI 공정은 CVI 공정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성물들이 내부에 닫힌 기공
을 생성하여, 원료분말 공급경로를 차단하므로 밀도의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가
장 높은 단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희석가스의 종류 및 비를 조
절하거나 침착 온도를 조절하여 whisker를 섬유 보강재 사이의 공간에 성장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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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 반응을 함으로써 기공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밀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공정방법을 개발하였다.

가. 장섬유 강화 세라믹 복합체의 기계적 특성

CFCC의 주된 목적은 파괴인성의 증가다 [2-3-9]. Fig. 2-3-1은 CFCC에서의 파
괴인성 증진기구와 일반적인 stress-strain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하중이 복합체에
가해지면 변형이 시작되고 하중은 탄성계수(elastic modulus)의 비에 비례하여 복합
체에 전달된다. 이 과정은 복합체의 탄성계수의 기울기로 탄성변형이 계속된다. 응
력이 집중되는 결함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 matrix cracking이
일어나고 load-deflection curve의 기울기가 감소한다. 균열이 섬유상으로 전파되면
섬유와 기지상간의 계면에서 균열이 굴절되며 하중이 섬유로 전달되면서 섬유의
pull-out과 섬유의 파괴에 의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비된다. 섬유의 pull-out이
진행되는 동안 하중을 지지할 섬유의 수가 감소됨에 따라 복합체에 걸리는 하중은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복합체는 단일 세라믹에서의 취성 파괴를 방지
할 수 있게 된다. CFCC에서 일어나는 인성증진 기구를 Table 2-3-1에 요약하였다.
CFCC의 기계적 특성 및 고온에서의 응용 가능성은 섬유 강화재의 고온 안정성 및
고온 특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세라믹 기지와 섬유 강화재 사이에서의
계면 현상(계면 결합정도, 잔류응력, 계면 반응물의 형성)에 의해 결정된다. 섬유 강
화 복합체의 파괴거동은 섬유 강화재와 세라믹 기지상 사이의 계면 결합강도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난다.

약한 계면 결합을 갖는 섬유 강화 복합체에서는 섬유의

pull-out 등에 의해 파괴인성이 증가되지만, 강한 계면 결합을 갖는 복합재료에서는
단일 세라믹스와 비슷한 취성파괴가 일어난다 [2-3-10~12]. Fig. 2-3-2는 섬유 강화
복합재료에서 나타나는 섬유 강화재/세라믹 기지 계면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최적 섬유상/기지상 계면은 Fig. 2-3-2(a)에서와 같이 섬유상과 기지가 반응하여 높
은 계면강도를 유지해서는 안되며, Fig. 2-3-2(b)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일정 계
면 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diffusion barrier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계면
전단응력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섬유를 코팅(coating)하여 섬유 강화재와 기지
물질 사이에 중간층(interphase or interlayer)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중간층
의 물질로는 주로 열분해 탄소(pyrolytic carbon, PyC)와 질화보론(boron nit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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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1. Toughening Mechanism of CFCC.

Mechanism

Basic requirements

Ef > Em, preferably by a factor > 2

Load transfer,
matrix to fibers
Prestressing of fibers

αf > αm to generate

and matrix

compressive stress in matrix

Crack-Impeding second phase

Fracture toughness of fibers
greater than local matrix

Crack deflection or multiplication

Weak interface to provide
attractive alternate crack paths

Fiber pullout

Optimum interfacial shear strength
to permit loading of fibers and
long pull-out lengths

Microcracking

Appropriate property mismatch
especially thermal expansion
between matrix and fiber.

BN)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SiC/C의 multilayer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2-3-13~14].

이러한

중간층이

하는

역할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2-3-15~16].
- 중간층의 형태와 두께, coating횟수 등을 변화시켜 섬유와 기지사이의 계면 전단
응력을 조절함으로써 복합재료 내의 파괴인성증진 기구를 증가시켜 파괴인성을 높
인다.
- 기지물질의 반응시 생성되는 부산물인 chloride의 공격으로부터 섬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중간층이 섬유와 기지사이에서 diffusion barrier를 형성하여 산화와 같은 화학적
손상을 방지한다.
- 섬유와 기지사이의 열팽창계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응력에 대해 완충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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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섬유 강화 세라믹 복합체의 제조 방법

복합체의

제조방법에는

소결법

[2-3-3],

슬러리

함침법(slurry

infiltration

method) [2-3-4], 용융 함침법(melt infiltration method) [2-3-5] 및 화학 기상 침착
법 (CVI) [2-3-6] 등이 있다. 소결법은 단일 세라믹스 제조방법과 같이 세라믹 기
지상과 강화재를 혼합, 성형하여, 상압소결 또는 고온 가압소결 (hot-pressing)하는
공정으로 주로 입자 강화 복합체와 휘스커 강화 복합체의 제조에 사용된다. 슬러리
함침법은 세라믹 섬유를 기지상 원료로 제조한 슬러리에 통과시킨 후 건조된 성형
체를 재단 및 적층하여 원하는 형태로 만든 후, 가압소결하여 치밀화 하는 공정으
로 주로 섬유강화 복합체의 제조에 사용된다. 용융 함침법은 강화재 프리폼
(preform)에 용융 상태의 기지상을 가압하여 함침시키는 공정으로 제조기술이 단순
하고, 수축률이 작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주로 융점이 낮은 유리 및 결정화 유리
기지 복합체의 제조에 사용된다. 그러나 앞의 방법들은 고온, 고압의 가혹한 공정
조건으로 인하여 섬유가 손상될 수 있는 문제점과 섬유 사이를 완전히 채울 수 없
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CVI 방법은 강화재 프리폼 내에 세라믹 기지를
화학증착시킴으로서 복합체를 제조하는 공정으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제조 공정
이 이루어짐으로, 세라믹 섬유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수축이 없어서 원하는
치수의 실형상을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CVI 공정에서 CFCC는 혼합가스와 다공성 고체간의 불균일상 반응을 통해 기지
가 증착되어 만들어진다. CVI 공정에 의해 섬유 사이의 공간을 균일하게 메우거나
완전히 메우는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Fig. 2-3-3에서와 같이 CVI에 의해
섬유 사이를 기지로 메울 때, 프리폼의 외부에 가까운 섬유사이 공간에는 반응물의
농도가 높고, 프리폼 내부에 있는 섬유사이 공간에는 반응물의 농도가 낮게 되는
농도구배가 발생된다. 그리하여 프리폼 내부의 섬유사이 공간에서보다 프리폼 외부
에 가까운 섬유사이 공간에서 더 빠른 속도로 증착이 일어나므로, 프리폼 내부의
섬유사이로 반응가스가 더 이상 확산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프리폼 내부에 공간을
남긴 채로 반응이 끝나게 된다. 특히 반응물이 확산해 들어가는 속도보다 반응속도
가 빠를 때 그 차이가 심해진다. 등온, 등압 CVI (Isothermal-CVI, 이하 ICVI)에서
반응가스의 확산 속도와 화학반응 속도의 비교는 다음과 같은 Thiele 계수(Φ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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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할 수 있다 [2-3-17].

Φ02 = 2kL2/r0D0

(1)

여기서 k, L, r0, D0는 각각 1차 반응상수, 기공의 깊이, 기공 반경, 기체 확산 계수
를 각각 나타낸다. 기체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반응속도가 느린 경우, 즉 반응속도
지배 영역(Φ02<<1)에서는 반응물의 농도구배가 작아 기공표면에 균일한 증착이
가능하다. 반면 화학반응 속도가 빠르고 기체 확산속도가 느린 확산지배 영역 (Φ
02>>1)에서는 반응물의 농도구배가 커서 프리폼 내에서 밀도구배가 발생하기 쉽다.
결론적으로 보다 나은 물리적 특성을 얻을 수 있도록 프리폼 내부를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프리폼 전체에 균일한 증착반응 속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반응속도
지배영역에서 침착공정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반응온도가 낮고 반응물
의 농도가 낮고 압력이 낮은 조건에서 침착공정을 진행하게 된다 [2-3-18~19]. 그래
서 ICVI법에서는 낮은 압력과 증착 한계 온도 가까이에서 장시간 반응을 행하게 된
다.
한편, ICVI 공정에 의한 침착 거동은 다공성의 프리폼 내에서 기상의 물질전달
과 화학반응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고려하여 계산적인 모사가 보고되고 있다.
이때 기공은 Fig. 2-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곧은 실린더형 기공(직경이 Φo, 길이
가 L)으로 설정하였으며, 아울러 다음과 같은 가정을 고려하였다 [2-3-20].
① 실린더형 기공은 침착반응 중에 곧은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즉 양끝이 막히
지 않고, 중심선에 대하여 대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침착시작 시간(t=0)은 첫 번째 물질전달 정상상태 (mass transfer steady state)
일 때로 설정한다. 즉, 침착공정을 일련의 quasi-steady state라 생각한다.
③ 일반적인 침착공정에서 L/Φo가 크기 때문에 모델은 축방향만을 고려한다. 즉
기상성분의 농도는 한 단면에서는 일정하고 임의 시간에서 축방향(Z)에만 의존한다.
④ 기공 내에서 균일반응(homogeneous reaction)은 없다.
이 가정들 하에서 각 성분의 mass balance 식을 풀어서 각 성분의 시간에 따른 농
도 변화와 증착 두께 변화를 모사하였다. CH3SiCl3-H2 계로부터 얻어진 SiC의 침
착 모사결과는 Fig. 2-3-5와 같이 Fedou 등에 의하여 보고되었다 [2-3-21]. Fig.
2-3-5에서 보면, 침착 균질도는 일정한 기공직경에서 L/Φo 비가 감소하거나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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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낮아지면 향상되었고, 침착압력 낮아지거나 일정한 L/Φo에서 기공직경이
작아질 때도 향상되었다.
CVI법으로 프리폼 내의 구멍을 메울 때 프리폼 내부에 공간을 남긴 채로 반응
가스의 입구가 막혀 최종 잔류기공도가 크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증착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CVI 공정이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CVI
공정의 종류에는 등온-등압 CVI (ICVI), 열구배 CVI(thermal gradient CVI), 등온압력구배

CVI(isothermal-forced flow CVI, FCVI), 온도-압력구배 CVI (thermal

gradient-forced flow CVI, TFCVI) 및 펄스 CVI(pulsed CVI, PCVI)등이 있으며
[2-3-17,19,22~24], 각 공정의 모식도는 Fig. 2-3-6 과 같다 [2-3-25].
등온법은 일정 온도에서 강화재 프리폼의 주변을 반응가스가 흐르는 과정에서 가스
가 프리폼 내부로 확산되어 기지상이 형성되어 복합체가 제조되는 공정이다. 앞에
서 설명하였듯이 이러한 반응기체의 확산은 공정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공이 막히는
canning 현상이 발생하므로, 복합체의 잔류 기공율이 높고 밀도의 저하를 가져온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닫힌 기공을 열어주기 위한 표면 연마 등의 추가 공
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방법은 한 반응로 내에서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여러
종류로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치밀한 복합
체를 제조하는데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의 반응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열구
배법(Thermal Gradient)은 프리폼에 온도구배를 두고서 저온 측으로부터 가스가 흘
러 들어가서 고온 측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하는 방법이다. 프리폼 표면을 낮은 온
도로 유지함으로써 표면입구가 막히는 것을 막아준다. 증착이 완성되어 감에 따라
증착된 밀도가 높은 부분의 열전도도가 크기 때문에 열전달이 증가하여 차가운 표
면 가까운 곳의 온도도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균일한 증착이 일어나게 된다. 압력구
배법은 프리폼의 양면 사이에 압력 차를 두어 원료가스가 강제적으로 유입되게 하
여 CVI에 의한 증착이 효율적으로 되게 하는 방법이다. 이 강제대류에 의한 경우
등온법과 온도구배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FCVI의 장점은 ICVI에 비해 높은 증착온도와 빠른 물질전달 속도 때문에 증착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펄스법은 증착 반응에 의해 형성된 반응 부산물의
농도 증가에 따른 기체의 확산 속도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진공으로
부산물을 끌어낸 후 프리폼 내부 공간에 순간적으로 신선한 원료가스를 보내 수초
동안 머물게 하고 다시 진공으로 끌어내는 싸이클을 반복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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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인 적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MTS에 의한 SiC 생성 반응

SiC를 증착 혹은 침착 시키기 위한 반응계에서 반응물 공급방법은 Si와 C 원료
물질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방법(2원계)과 Si와 C의 원료물질을 함께 갖고 있는
유기금속화합물의 열분해를 이용하는 방법(1원계)이 있다. 반응물을 열분해하여 반
응시키면 Si 와 C가 SiC 와 동시에 생성될 수 있으며, 이를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생각 할 수 있다.
첫째, process가 equilibrium-controlled일 경우 침착 혹은 증착시키려는 대상물
의 인접한 boundary layer 내에서 평형에 근접하기 때문에 증착 생성물은 열역학적
조건에 의존하게 된다. 이때 얻어지는 증착층은 SiC+Si, SiC, SiC+C 또는 no
condensed phase등이다. 둘째, 비평형 조건에서 증착을 실행하는 경우 평형에 도달
하는 것을 방해하는 확산론적 제약, 부적당한 기체의 흐름과 심한 온도 구배와 같
은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사용한 기체의 종류, 계의 구조와 증착 대
상물 등에 의해 SiC 생성이 영향을 받는다[2-3-26]. SiC 생성시 kinetic적 방해 요
소가 존재하는 경우 SiC+Si+C과 같이 평형 조건에서는 예측 할 수 없는 증착 생성
물이 얻어지기도 한다.
Kingon [2-3-27]은 열역학적 완전 평형을 기초로 하여 여러 계에 대한 CVD
상태도를 작성하였다. 그 중 1atm에서 SiH4/CH4/H2, SiCl4/CCl4/H2, CH3SiCl3/H2
와

(CH3)2SiCl2/H2

계에

대한

CVD

상태도를

Fig.

2-3-7에

나타냈다.

SiH4/CH4/H2 계의 경우 압력이 약 1기압의 조건에서 증착효율을 극대화시키고 Si
또는 C의 증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의 결과로부터 H2 농도는 비교적 커야
하며 주입 기체내 Si/Si+C 비는 약 0.4 정도가 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H3SiCl3/H2

계에서

Si/Si+C의

비는

고정(0.5)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축에

H2/(CH3SiCl3) 의 비를 나타냄으로써 상태도를 표현할 수 있다. 상태도로부터 β
-SiC만의 증착층을 얻기 위해 상당량의 H2가 존재해야 하고 H2의 농도가 적은 경
우 C가 동시에 증착됨을 알 수 있다. 반응기체로서 2원계를 사용할 경우, 온도에 따
라 Si를 함유하는 반응기체의 열분해속도가 서로 다르며, 또한

Si 와 C의 비가 1:1

로 되어 있지 않아 증착 변수의 조절 등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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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최근에는 유기금속화합물의 열분해를 이용하는 1원계 법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유기금속화합물로 MTS(methychlorosilane, CH3SiCl3)가 화합물 내
의 Si 와 C의 비가 1:1로 되어 있어서 증착층의 조성이 화학양론적으로 되기 쉽다
는 이유 때문에 탄화규소 화학증착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MTS와 H2를 원료기체
로 한 탄화규소 화학증착 반응기구는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CH3SiCl3(g) + excess H2

→ SiC(s) + 3HCl + excess H2

(1) 1 단계 : 중간화합물로의 열분해
carbon containing species : CH3 radical, CH4
silicon containing species : SiCl3 radical, SiCl3, SiCl2
(2) 2 단계 : 중간화합물의 Si, C 원소로 열분해
CH4

→

C + H2

SiCl3 + 3/2H2

→

Si + 3HCl

(3) 3 단계 : 화학 증착
Si + C = SiC 또는 SiC + Si 또는 SiC + C

또는,

at low temperature (∼1200℃)
CH3SiCl3 + 2H2 → Si + CH4 + 3HCl
(CH3)2SiCl2 + 2H2
(CH3)3SiCl + 2H2
CH4
Si + C

→

→
→

Si + 2CH4 + 2HCL
Si + 3CH4 +HCl

C + 2H2
→ SiC

at high temperature (∼1800℃)
2CH3SiCl3 + H2 → 2Si + C2H2 + 6HCl
(CH3)2SiCl2 + 2H2
(CH3)3SiCl + H2

→
→

Si + 2C2H2 + 2HCl + 2H2
2Si + 3C2H2 + 2HCl + 6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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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H2
Si + C

→

2C + H2

→ SiC

라. 탄화규소 휘스커의 제조

실리카(silica, SiO2)에 탄소(carbon, C)를 섞어 반응시키는 열탄소 환원반응
(carbothermal reduction reaction) 법으로 탄화규소를 합성할 때 처음 발견된 탄화
규소 휘스커(whisker)는 장경비(aspect ratio)가 큰 바늘모양을 하고 있는 단결정이
다. 따라서 이론강도에 가까운 높은 강도를 가지며, 고분자-, 금속-, 세라믹스-기지
(matrix) 복합체를 만들어 강도나 인성(toughness), 내마모성, 열전도도 같은 여러
가지 특성을 향상시킬 때 강화재(reinforcement)로 많이 쓰인다.

(1) 탄화규소 휘스커의 제조방법

탄화규소 whisker의 제조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알려져 있다[2-3-27~35].

① 2200℃ 이상의 고온에서 SiC 승화 재결정 방법
SiC → SiC (whisker)
② 촉매를 함유한 Si합금의 고온 액상에서 Si와 C의 반응에 의한 석출
Si + C → SiC
③ 실리카(SiO2)의 열탄소 환원 반응(carbothermal reduction reaction)
SiO2 + 3C → SiC + 2CO (1400℃ 이상)
④ 할로겐화 규소와 사염화탄소의 반응
SiCl4 + CH4 → SiC + 4HCl
SiCl4 + CCl4 + H2 (1400-1500℃)
⑤ 유기규소 화합물의 열분해
CH3SiCl3 +H2 (1400-2200℃, Ni)
⑥ H2S 존재하에 Si와 탄화수소의 반응
3Si + C3H6 → 3SiC + 3H2 (1100-1350℃, H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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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량생산할 때 이용되는 방법은 경제성이 있는 실리카의 열탄소 환원반응법
뿐이다

(2) 탄화규소 휘스커의 성장기구

탄화규소

whisker는

Fig.2-3-8에서

보는

것처럼

기상-고상

성장기구

(vapor-solid growth mechanism), 2 단계 성장기구(two stage growth mechanism),
기상-액상-고상 성장기구 (vapor-liquid-solid growth mechanism)로 성장할 수 있
다 [2-3-36].
기상-액상-고상기구로 합성하기 위해 금속이 촉매로 사용되는데, 철(Fe), 니켈
(Ni), 코발트(Co), 텅스텐(W), 백금(Pt), 팔라듐(Pd), 마그네슘(Mg), 크롬(Cr), 티타늄
(Ti) 및 스테인레스강(stainless steel) 등이 이용되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Fe 이
다 [2-3-37~38].
기상-고상 성장기구는 촉매 역할을 하는 어떠한 금속 액상 없이 기상의 화학 반
응에 의해 고상의 탄화규소 whisker가 성장되는 경우로 결정 성장면에 나선 전위
(screw dislocation)가 생길 때 원자들이 붙을 수 있는 자리(accomodation site)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원자들이 먼저 증착되어 한 방향으로 성장하면서 whisker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2-3-36,39].
2단계 성장 기구는 whisker가 성장할 때 원료 안에 있는 금속 불순물들의 도움
으로 whisker가 한 방향으로 빠르게 성장한 다음, 두께 방향으로 반응기체가 증착
되면서 지름이 커지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탄화규소 whisker는 결정학적으로 β
상의 <111> 방향으로 성장한다.

마. 실험 방법

(1) 실험 장치

SiCf/SiC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해 CVI 반응기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앞 항
에서 기술한 SiC 증착장치와 같은 개념으로 침착 시스템이 갖추어 졌다. 장치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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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 반응로 내의 core 부분을 Fig. 2-3-9와 2-3-10에 각각 나타내었다. 본 실험장
치는 원료기체, bubbler 및 MFC(mass flow controller)를 포함하는 gas feed
system, reaction chamber 그리고 exhaust system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관은 수직형으로 이중관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내부관은 내경이 120mm로
Table 2-3-2. Properties of SiC Nicalon fiber fabric.

weaving
construction

plain weave

cloth
thickness
(mm)

0.29

filaments
/yarn

fiber
density
3

(g/cm )

500

2.55

fiber

fiber

tensile

oxygen

strength

contents

(GPa)

(wt.%)

3.15

11.5

흑연 튜브이며, 내부관 주위에 흑연 발열체가 위치하고, 온도측정은 R-type 열전대
를 이용하였다. 이를 stainless steel 외부관이 감싸고 있고, 외부관 내로 냉각수가
흐르도록 설계하였다. 반응관의 진공은 600 L/min의 용량의 회전진공펌프(rotary
vacuum pump)를 이용하였으며, 반응관 내의 압력은 반응관에 부착된 vacuum
gauge (baratron gauge MKS Co., USA)를 사용하여 압력변화를 감지하고, 반응관
과 진공펌프 사이에 있는 throttle valve를 사용하여 진공펌프 내로 흡입되는 기체
의 양을 조절하여 압력을 결정하였다. 탄화규소 침투 후 발생하는 생성기체는 HCl
등의 유해 gas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NaOH trap을 사용하여 중화시켜 배출하였다.
섬유코팅을 위한 중간층의 원료기체로는 메탄(Methane, CH4)을 사용하여 열분해
탄소(PyC)를 코팅하고, 탄화규소 기지 침투의 원료기체로는 온도에 따른 증기압이
알려져 있고, Si : C 의 함량비가 1 : 1 로 되어 있어서 코팅층의 조성을 화학양론
적으로 제어하기 쉬운 Methyltrichlorosilane (MTS, CH3SiCl3, >99.9%, Aldrich
Co., USA)를 사용하였다. carrier gas 및 diluent gas로는 H2 (99.999%)를 O2 및
H2O 제거용 purifier에 통과시켜 사용하였고, purging용 gas 로는 Ar(99.999%)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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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체의 제조

SiC/SiC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탄화규소 섬유인 Nicalon○
R NP1616 cloth
(Nippon Carbon Co., Ltd., Japan)를 사용하였으며, 섬유들의 제반 특성은 Table
2-3-2와 같다. 탄화규소 섬유 cloth는 두께 0.2 mm인 sheet를 직경 50 mm로 절단
한 뒤 여러 장 적층하여 견고한 cloth의 구조체를 만들었으며, 이를 각각 흑연
susceptor에 고정하였다. 준비된 구조체와 흑연 susceptor를 반응관내의 hot zone으
로 장입한 후 반응관에 외부잔류기체를 없애기 위해 Ar으로 충분히 purging 한 후,
반응로의 온도를 올리면서 반응로에 H2 기체를 흘린다. 프리폼 제조시 열분해 탄소
중간층은 증착온도 950 ℃, 증착압력 5 torr, CH4 100 sccm,

증착시간 4시간의 증

착 조건하에서 코팅하였다. 프리폼 제조후에 침착 공정은 950℃ ∼ 1100℃의 온도
범위, 20 torr ∼ 100 torr의 침착 압력 범위에서 24시간의 침착 시간과 MTS 100
sccm, carrier gas (H2) 100 sccm, diluent gas (H2) 300 sccm에서 수행되었다. 이
때 MTS의 주입은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carrier gas (H2)를 needle valve로 조
절하여 bubbler내로 유입시킨다.

bubbler내의 압력이 111.6 torr 로 일정하게 유지

되면 반응관내로 주입함과 동시에 diluent gas (H2)를 반응관 내로 흘려 H2 : MTS
의 비를 고정시킨다. carrier gas에 의해 운반되는 MTS 유량은 MTS가 bubbler내
에서 평형증기압을 유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관계식에 의해 계산된다 [2-3-40].

Pv
PB

S =

=

P

B

C
C+S

PV
- P

(2)

× C
V

여기서,
PV : Vapor pressure of MTS (55.5 torr at 0 ℃)
PB : Bubbler pressure
S : MTS flow rate
C : Carrier gas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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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식으로부터 MTS 유량은 bubbler의 온도를 0℃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bubbler pressure와 H2 유량을 변화시켜 조절하였으며, MTS와 H2의 비는 앞에서
와 같이 bubbling을 통해 조절된 MTS 유량과 H2 유량에 diluent gas로 H2를 첨가
하여 조절하였다. 반응중의 전체 압력의 조절은 섬유의 기공이 채워짐에 따른 압력
변화에 신속히 응답하여 자동으로 조절이 가능한 throttle valve를 이용하여 유지한
다. 반응이 끝나면 carrier gas 유입을 중단시켜 MTS의 유입을 차단하고, 일정량의
H2 gas를 흘리면서 반응관을 냉각시킨다. 상온에 도달하면 Ar을 사용하여 충분히
purging 한 후에 시편을 꺼낸다. SiCf/SiC 제조 공정의 흐름도를 Fig. 2-3-11에 나
타내었다.

(3) 복합체의 특성분석

(가) 물리적 특성분석

복합체의 결정상의 분석은 X선 회절 분석법(X-ray diffractometry)을 이용하였
으며, X선 회절 분석기는 Rigaku Co.의 D/MAX-3C이고, 분석에는 Ni filtered Cu
Kα radiation을 이용하였다. X-ray tube의 인가전압 및 전류는 각각 30kV, 15mA
이며, 20∼80°범위에서 측정하였고, scanning speed는 4°/min, scanning step은
0.02°로 하였다. 복합체의 표면형상(surface morphology)과 단면 미세구조 관찰은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on microscopy, SEM, Jeol Co., JSM-5200)을 이용하
였다. 비중 측정은 아르키메데스법에 의해 수행하였다. 시편의 건조무게는 시료를
100∼120℃의 항온기 중에서 건조하고 항량에 달하였을 때의 측정한 무게 Wd(g)이
며, 건조 무게를 단 시료를 물속에 담가서 3시간 이상 끓이고 실온까지 식혀 포화
시료로 준비하였다. 포화 시료를 지름 1mm 이하의 철사로 물 속에 매단채로 달아
철사의 무게를 뺀 값을 포화 시료의 수중 무게 Wsusp(g)으로 한다. 포화 시료를
수중에서 꺼내어 젖은 수건으로 겉면을 닦고 무게를 달아 포화 시료의 무게
Wsat(g)으로 한다. 이로부터 다음 식을 이용하여 복합체의 부피 비중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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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b

= -

W

sat

Wd
- W

(4)
susp

(나) 기계적 특성 및 성분 분석

FCVI 공정을 이용하여 제조된 복합체의 3점 곡강도 (3-point flexural strength)
를 Instro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6×45 mm의 시편에 대해 span 길이 30
mm, cross head speed 0.05 mm/s 으로 탄소 섬유의 축방향에 대해 수직으로 하중
을 가하여, 파괴하중을 구한 후 다음 식으로 3점 꺾임 강도를 구하였다.

S =

3PL
2b d 2

(5)

S : flexural strength
P : maximum load
L : span length (30 mm)
b : width of specimen
d : depth of specimen

한편, 침착 공정을 수행한 후 증착된 SiC 기지상의 성분은 Auger electron
spectroscopy (AES, 300R, VG MicroLab)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전자빔 전
압은 10 KeV, 빔각도는 0o, scan 면적은 15μm X 15μm이었다. 또한 표면의 산화
층을 제거하기 위해 Ar 이온을 이용하여 sputtering을 실시하였다.

바. CVI C/SiC 제조공정 연구

(1) 희석기체별 온도에 따른 증착 실험
Fig. 2-3-12은 H2 희석기체를 사용하여 복합체를 제조하였을 때의 단면 SEM
사진이며, (a)1100℃, (b)1200℃, (c)1300℃에서 제조한 복합체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
다. 관찰된 SEM image에서 보이는 상대적인 기공율은 고온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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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이론적 고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착온도가 높을
수록 MTS의 분해에 의한 탄화규소의 성장속도가 증가함으로, 섬유 바깥 표면이 먼
저 막히는 canning 현상이 발생하여, 반응 기체의 내부로의 확산을 방해하여, 내부
에 많은 닫힌 기공이 남게 된다. H2 희석기체를 사용하여 제조한 복합체의 미세구
조는 1200, 1300℃의 경우 2차원적인 layer growth한 columnar형태를 보여주고 있
다. 하지만, 1100℃의 미세구조는 3차원적 growth한 whisker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Fig. 2-3-13는 N2 희석기체를 사용하여 제조한 복합체의 단면 SEM 사진이며,
(a)1100℃, (b)1200℃, (c)1300℃에서 제조한 복합체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관찰된
SEM image에서 보이는 상대적인 기공율은 H2 희석기체를 사용하였을 때와 마찬
가지로 온도의 증가에 따라 기공율의 증가를 가져왔다. 고온인 1300℃에서는 N2 보
다 H2 희석기체를 사용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기공율이 낮았다. N2를 사용하였을
경우의 미세구조는 전 온도 영역에서 2차원적 성장을 한 columnar의 미세구조를 보
였다. Fig. 2-3-12과 Fig. 2-3-13의 결과로부터, 1100∼1300℃에서 H2와 N2만을 희
석기체로 사용한 경우 제조된 C/SiC 복합체의 밀도는 낮았으며, 기공율도 높았다.

(2) Whisker process를 이용한 C/SiC 복합체의 제조
whisker process란 상기에 언급한 1100℃, H2 희석기체를 사용하는 공정을 말한
다. 기존의 화학기상 침착법은 반응기체의 확산을 통해 각 섬유의 표면(즉, 기공
벽)에 증착된다. 이러한 섬유 보강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크고 많은 기공 구조
때문에 증착이 진행됨에 따라, 섬유 보강재의 최외각 표면이 먼저 막혀 내부에 닫
힌 기공을 형성하는 canning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hisker를 형
성함으로써 기존의 섬유보강재가 가진 크고 많은 기공의 구조를 작게 하고 기공 벽
의 구조로 변경시킨 후 탄화규소 기지를 형성하여 낮은 기공율 및 높은 밀도를 얻
고자 하였다.
Fig. 2-3-14은 whisker process를 통하여 제조된 C/SiC 복합체의 단면 SEM 사
진이다. (a)는 1100℃에서 H2 희석기체를 사용하여 2시간 침착시킨후, N2 희석기체
를 사용하여 6시간 침착시킨 복합체의 단면 SEM 사진이며, (b)는 1100℃에서 H2와
N2 희석기체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여(즉,H2(2h)-N2(2h)-H2(2h)-N2(2h)) 제조한 복
합체의 단면 SEM 사진이다. Fig. 2-3-14으로부터 whisker process를 통하여 제조
한 C/SiC 복합체의 밀도는 각각의 H2 및 N2 희석기체를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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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훨씬 향상된 밀도 및 낮은 기공율을 보였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 고안된
whisker process는 기공 및 기공벽의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향상된 밀도 및 낮은 기
공율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희석기체를 변화시켜 침착시킨 이유는
whisker가 생성되는 온도 및 희석기체 분위기는 각기 1100℃ 및 H2 분위기였으므
로 이를 치밀화에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whisker 생성후의 공정은 whisker
생성으로 인한 변경된 기공구조 및 기공 벽을 채워줄 공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
로, 공정의 효율을 감안할 때, 같은 온도에서 N2 희석기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으로, H2 및 N2 희석기체를 사용하여 연속공정인 “whiskering + filling" 공정을 도
입하게 되었다. Fig. 2-3-14(a) 및 (b)로부터, whisker process + filling의 공정인
H2-N2의 주기적 연속적 공정은 복합체의 밀도를 향상시키고, 기공율을 감소시키는
공정임을 알 수 있다.

사. CVI법에 의한 SiCf/SiC 복합체 제조기술 개발

CVI 방법에 의해 SiCf/SiC 구조재료를 제조하기 위해 단층 fabric을 이용한 예
비실험 결과와 C/SiC 복합체 제조기술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층 SiCf/SiC 제
조 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다층 SiCf fabric의 적층과 균일한 침착을 위하여
Forced-CVI 공정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제조 장비를 제조하였다.
Whiskering 방법을 적용하여 섬유 보강재 사이의 공간에 성장시키고, CVI 반응을
함으로써 기공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밀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공정방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CVI 공정의 변수 조절에 따른 SiCf/SiC 복합체의 밀도 및 미세구
조 변화와 기계적 특성 변화를 고찰하였다.

(1) SiC 복합체의 등온등압 화학침착법(I-CVI)법에 의한 고밀도화 공정개발
수소 희석 기체를 사용하여 침착 온도와 입력 기체비에 변화시켰을 때 침착된
탄화규소 복합체의 단면형상을 Fig. 2-3-15에 나타내었다. 상대적으로 저온인 105
0℃의 침착 온도에서는 4시간 동안 침착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탄화규소 휘스
커의 성장은 미비했다. 오랜 시간동안 침착을 하면 탄화규소 휘스커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정의 효율을 감안할 때 1050℃에서의 침착 조건은 휘스커 성장
의 최적 조건이 아니라 생성된다. 1100℃에서 입력 기체비를 변화시켰을 때 침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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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규소 복합체는 입력 기체비가 15인 때, 직경이 약 1 ㎛인 탄화규소 휘스커가
길고 곧게 성장하였다. 입력 기체비가 20인 때는 탄화규소 휘스커의 직경은 약 3
㎛으로 두꺼웠고, 직경 방향으로의 성장으로 인해 길이 방향으로의 성장은 크지 않
았다. 입력 기체비가 25인 때도 침착된 탄화규소는 2차원 성장을 하였다. 1150℃에
서 입력 기체비를 변화시키면서 침착된 탄화규소 복합체는 모든 입력 기체비에서 2
차원 성장을 하였다. 이것은 1150℃이라는 상대적인 고온으로 인하여 3차원적인 휘
스커 성장보다 2차원적인 층 성장(layer growth)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이를 요
약하면 Table 2-3-3와 같으며, 휘스커 성장 공정에 적합한 공정 조건은 수소 희석
기체, 침착 온도 1100℃, 입력 기체비 15 이라고 판단된다. 이 설정된 침착 온도
1100 ℃는 Nicalon을 섬유 보강재로 하는 I-CVI 공정에서 1200℃이상에서는 섬유의
손상이 발생한다는 문헌의 보고를 고려할 때 적절한 침착온도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whisker 성장조건을 바탕으로 적층된 SiC/SiC 복합체에서의 공정변수에
따른 휘스커의 생성 유․무, 성장 거동 및 미세구조에 대해 연구하였다. Fig.
2-3-16와 Fig. 2-3-17은 각각 1100℃, 1150℃의 증착온도에서 입력기체비(α=Q운반
+희석기체/QMTS)를 변화시키며 증착하였을 때 SiC fiber의 적층된 순서에 따라 생
성된 휘스커의 직경과 길이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으로 증착시간은 각 조건에서 2시
간(실선), 4시간(점선)으로 하였다. Fig. 2-3-18와 Fig. 2-3-19는 위의 두 그림에 대
한 예로 각 경우에 α=20일 때 2시간동안 증착한 SiC/SiC의 단면 SEM 사진으로
적층순서에 따라 각각 1, 2, 3, 4로 도시하였다. Fig. 2-3-16 Fig. 2-3-17의 (a)와
(b)에서 볼 수 있듯이, 반응기체의 흐름 방향에 따라 휘스커의 직경은 대체로 세 번
째 층에 해당하는 3의 위치에서 약간씩 증가하다가 감소하였고, 휘스커의 길이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반응기체가

fiber

섬유

내부를

통과하면서

depletion되기 때문에, 적층순서에 따라 3번째 위치에서 whisker 생성에 가장 적합
하게 작용하여 휘스커 길이와 직경이 가장 큰 값을 갖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모든 그림에서 적층된 fiber중에서 맨 뒤쪽에 적층된 fiber에서는 생성된 휘스커의
길이와 직경이 급격히 감소하는 거동을 보이는데, 이는 반응물 고갈 효과의 심화
현상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다른 공정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입력기체비만을
변화시켰을 때, 1100℃의 경우 휘스커의 직경은 입력기체비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
지 않고, 비슷한 직경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1150℃의 경우 α=15일 때 막에서
휘스커의 생성 조건으로 변하는 중간단계로 생각되며, α=20일 때 휘스커 생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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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조건에 가장 가깝고 입력기체비가 α=20보다 더 증가할수록 굵고 짧은 휘스커
가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4시간 증착한 경우 증착 온도가 1100℃인 경우
(Fig. 2-3-16)와 1150℃인 경우(Fig. 2-3-17)를 비교하였을 때, 1150℃ 증착시 생성
된 휘스커가 1100℃ 증착시 생성된 휘스커보다 길고 굵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증착 온도의 증가가 성장 속도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증착 온도
가 1100℃일 때는 생성된 휘스커의 직경과 길이가 시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결과를 보였고, 증착 온도를 1150℃로 증가시켰을 경우에는 같은 입력 기체비에서
4시간 증착 후에 생성된 휘스커가 2시간 증착 후에 생성된 휘스커보다 더 길고 굵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휘스커 성장기구는 입력기체비나 온도 및 시간에 의존하지
만 fiber의 내부를 통과하는 원료분해기체의 고갈효과도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앞에서 설정된 연속적 휘스커 성장 및 기지 채움 공정 조건에 의해

두 단계 및

네 단계 제조 공정을 이용하여 SiCf/SiC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Fig. 2-3-20(A)는
두 단계의 연속적 휘스커 성장 및 기지 채움 공정을 이용하여 제조된 SiCf/SiC 복
합체의 단면 형상을, Fig. 2-3-20(B)는 두 단계의 공정을 변경하여 네 단계의 공정
을 이용하여 제조된 SiCf/SiC 복합체의 단면 형상을 나타낸 SEM 사진이다. Fig.
2-3-20에서 알 수 있듯이 연속적 휘스커 성장 및 기지 채움 공정을 이용하여
SiCf/SiC 복합체를 제조하였을 때, I-CVI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canning 현상을 억
제하여 원활하게 반응 기상의 침투 및 확산이 되어 닫힌 기공이 작은 복합체를 얻
을 수 있었으며, 2회 반복공정보다 4회 반복공정에서 효과가 더 증대되었다.

(2) F-CVI 공정조건에 따른 SiCf/SiC 복합체의 밀도 및 기계적 특성

F-CVI 방법에 의해 SiCf/SiC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해 Nicalon fiber felt를 7-10
장

적층하여

preform을

제조하였다.

preform

제조

후

F-CVI

공정조건

및

whiskering 공정 적용 여부에 따른 미세구조, 밀도 및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고찰
하였다. Fig. 2-3-21은 이러한 whisker를 성장시켜 기지 채움 공정을 진행하는 공
정을 통하여 복합체를 제조한 경우의 미세구조 사진이다. Fig. 2-3-21 (a)는 10층으
로 적층된 SiC fiber fabric에 24시간 기지 채움 공정만을 진행한 경우이고, Fig.
2-3-21 (b)는 whisker 공정 후에 24시간 동안 기지 채움 공정을 진행하여 만들어진
SiCf/SiC 복합체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whisker를 성장 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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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가 비교적 치밀한 구조의 복합체를 얻을 수 있었다. whisker 성장을 통한
infiltration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르키메데스 법으로 부피 비중을 측정하였다.
Fig. 2-3-22은 whisker 공정 없이 침투 온도 950∼1050℃의 경우와 침투 압력 50∼
100 torr 및 whisker를 성장시켜 각각 24시간 동안 matirx filling 한 경우에 대하여
부피비중을 측정한 결과이다. 온도가 높아지고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밀도가 증가
하게 되나 whisker를 성장시킨 경우가 가장 큰 2.31 g/cm3 으로서 앞서 제안한 것
처럼 whisker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치밀한 복합체를 얻는 데 적절한 방법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제조된 복합체의 기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3점 곡강도 시험
(three-point bending test)을 시행하였다. Fig. 2-3-23와 24은 공정 변수를 다르게
하여 제조된 SiCf/SiC 복합체에 대한 Load-displacement curve와 최대 꺽임 강도
(flexural strength)를 나타낸 것이다. Load-displacement curve 경우 일반적인 섬유
강화 복합체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으로 급격한 파괴가 없이 균열 저항성을 보이는
데 950℃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기 때문에 하중이 대부분 섬유에 의해 지
탱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반면에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matrix의 균열이 일어나면서
strength가 증가하다가 fiber의 pullout이 진행되고 최대 하중을 지나면서 fiber의
fracture가 일어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최대 꺾임 강도(flexural strength)의
경우 기존에 보고된 결과들에 비해 대체로 적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침착
을 행한 시간을 24시간으로 고정하여 치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섬유와
기지상 간의 열분해 탄소 중간층의 증착조건이 최적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되
다. 최대의 꺾임 강도는 whisker를 성장시켜 기지 채움 공정을 진행한 복합체가
192 MPa로 가장 높았다. 이는 whisker를 성장시켜 infiltration을 진행한 경우가
whisker 성장이 없이 infiltration을 진행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아 기계
적 특성이 우수해 진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whisker를 성장
시켜 기지 채움 공정을 진행하여 본 경우에 fiber가 가지고 있는 기공 구조를 변화
시켜 줌으로서 반응물의 계속된 확산 경로를 제공하여 줌으로 인해 canning 현상이
억제됨과 동시에 기지 채움 공정이 원활히 이루어졌고, 기계적 특성 또한 증가하였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whisker 성장을 통한 기지 채움 공정은 CVI법의 단점인
canning 현상을 억제하고 큰 기공의 구조를 작은 크기의 기공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복합체의 치밀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Fig. 2-3-25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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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형 SiCf/SiC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한 supporter와 여기에 winding하여 제조한
SiCf/SiC 복합체이다. supporter에 위치한 구멍들을 통해 반응가스가 확산되어 SiC
fiber preform의 matrix를 채울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3) Whiskering 공정 중 SiC의 침착거동

Whiskering 공정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whiskering 공정시간을 변화시켜 얻은
복합체의 중간단계 침착거동을 일반적인 CVI 공정만을 적용하여 제작한 시편 비교
평가하였다.
Fig. 2-3-26는 10층이 적층된 SiC fiber cloth에 다양한 공정을 통하여 제조된
SiCf/SiC 복합체의 미세구조 사진으로 Fig. 2-3-26(a)는 whisker를 성장시키지 않
고

침투 온도 1000℃, 반응시간 5 hr 동안 기지 채움 공정만을 진행하여 preform

으로 만든 복합체의 경우이고, Fig. 2-3-26(b), (c), (d)는 반응온도 1100℃에서 각각
2 hr, 4 hr, 6 hr 동안 whisker를 성장시킨 복합체의 모습이다. whisker 성장 없이
프리폼을 제조한 경우 bundle과 bundle 사이의 기공 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한 채 큰
기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whisker를 성장시킨 경우는 섬유 뿐 아니라
bundle 사이로의 whisker 성장이 이루어져 기공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whisker는 세 가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Fig. 2-3-26(b)처럼 short
spike-like type, Fig. 2-3-26(b)처럼 long vine-like type, 그리고 Fig. 2-3-26(d)처
럼 long thread-like type으로 나타난다. 반응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bundle과
bundle사이의 공극을 따라서 길고 곧은 thread 형태의 whisker가 지배적이나, 섬유
와 섬유 사이에서는 Fig. 2-3-27(b)처럼 짧은 spike 형태의 whisker가 형성된다. 이
러한 spike 형태의 whisker는 섬유와 섬유 사이의 기공을 새롭게 나누어 주면서 기
지가 채워질 수 있는 열린 통로(open channel)를 제공하여 준다. 게다가, 성장된
whisker는 SiC가 증착될 수 있는 새로운 site로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기지 채
움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whisker 성장을 시키지 않고 기지 채움 공정만을 수행한 경우는 Fig.
2-3-27(a)처럼 SiC가 섬유의 둘레를 감싸며 증착되게 된다. 섬유를 감싸며 SiC 증
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섬유에서 증착되는 SiC가 만나게 되면 더 이상의
증착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SiC의 증착층이 서로 만나게 되는 곳에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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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이 남게 되어 반응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므로 반응물의 침투 공정이 완
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공극의 존재는 CVI 공정이 완료된 후에는 닫힌
기공으로 남게 되어 밀도가 낮아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whisker 성장을
이용한 CVI 공정에서는 whisker가 큰 기공의 구조를 작은 크기의 많은 기공으로
변화시켜 계속하여 반응물의 확산 경로를 제공하여 줄 뿐 아니라, 새로운 SiC가 증
착될 수 있는 면적을 제공하여 줌으로 효과적인 기지 채움 공정이 원활히 이루어지
리라 여겨진다.
기지 채움 공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Fig. 2-3-27(a)와 (d)에
서 보여준 시편을 가지고 각각 5 시간 동안 기지 채움 공정을 시켜보았다. Fig.
2-3-28은 5 시간 동안 부분적으로 기지 채움시킨 SiCf/SiC의 복합체의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Fig. 2-3-28(a)와 (c)에서처럼 whisker의 성장 없이 침투시킨 경우는
bundle과 bundle사이에 큰 기공이 존재한 채로 기지 채움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Fig. 2-3-28(b)와 (d)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것처럼 성장된 whisker를 감싸
며 새로운 SiC가 증착되어 지면서 기공을 채우고 있으며, bundle과 bundle 사이의
큰 기공 사이에도 많은 whisker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섬유에 존
재하는 whisker 뿐만 아니라 bundle 사이에 존재하는 whisker로 인해 계속된 침투
공정이 진행되었을 경우 반응물의 통과할 수 있는 경로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 인해
치밀한 복합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Fig. 2-3-29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였
다. Fig. 2-3-29에서 나타낸 것처럼 단층의 SiC fiber cloth를 여러 장 적층한 후
PyC coating을 한 프리폼을 제조한다. bundle과 bundle 사이의 기공구조를 변화 시
키면서 새로운 SiC가 증착될 수 있는 면을 제공하여 줄 뿐 아니라, 계속된 반응물
의 확산 경로를 제공하여 줄 수 있도록 섬유 주변에 whisker를 성장시키고 연속된
기지 채움 공정을 진행함으로서 고밀도의 복합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4. SiC fiber 성능개선 공정 개발

Nicalon 탄화구소 화이버를 탄소 분말과 탄화붕소 (B4C) 분말로 패킹하여
o

o

1400 C-2100 C 온도에서 열처리한 후 화이버의 열 안정성을 조사하였다. 탄소 분말
로 패킹은 화이버의 열 안정성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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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탄화규소의 과도한 입성장으로 인해 화이버 표면이 매우 거칠었다.

반면, B4C

분말로 패킹한 경우에는 고온에서의 탄화규소 입성장이 억제되었다. 2100℃까지도
화이버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공도 관찰되지 않았다.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화이버의 직경이 줄었고 화이버 내에 포함되었던 산소도 제거되었다.

가. 서 론

Yajima 등[2-4-1] 이 폴리머 전구체를 이용하여 SiC 화이버를 제조한 이후, 이
Nicalon 화이버(Nippon Carbon Co., Tokyo, Japan)를 이용한 화이버 강화 세라믹
복합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2-4-2,2-4-3]. 화이버 강화 복합체의 기계적
특성은 강화제인 화이버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Nicalon 화이버는 1200℃ 이
상의 온도에서 기계적 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4-4] 이는 Nicalon 화
이버의 제조 공정에 화이버로 유입된 산소가 고온에서 액상으로 변하거나 기화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Nicalon 화이버는 화학 양론적인 SiC가 아니라, 미세 SiC 결
정에 비정질 이산화규소(SiO2), 유리탄소가 섞여 있는 SiCxOy의 비정질 SiC 화이버
이다. 이 불안정한 SiCxOy 상이 고온에서 다음의 반응으로 고상과 가스상으로 분해
된다.[2-4-5~2-4-8]

SiCxOy → Si(s) + CO (g) + SiO (g) -------------------------(1)

고온 반응에 의해 화이버로부터 CO와 SiO 가스가 방출되면 화이버에는 기공을 생
성되고, 동시에 SiC 입성장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고온에서 화이버의 특성이 감소
한다[2-4-9~2-4-10].
많은 연구자들이 O2, N2, CO, 등 여러 열처리 분위기에서 탄화규소 화이버의 열
안정성을 조사하였다[2-4-11~2-4-14]. SiC나 SiO2 등을 화이버 표면에 코팅하거나
가스 압력의 변화하여 식(1)의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화이버 특성감소를 억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1600℃ 이상에서는 분위기의 효과가 그다지 크기 않았고, 이 화이버를
다시 알곤 분위기에서 열처리하게 되면 화이버 특성이 떨어졌다. 따라서 열처리 분
위기로 탄화규소 화이버의 열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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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규소 화이버의 열안정성을 향상하려면 첫째로, 탄화규소의 과도한 입성장을
억제해야 한다. 입성장이 일어나면 탄화규소 화이버의 기계적 성질이 감소한다. 두
번째로, 고온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물질손실로 인한 화이버 특성저하를 고려해야
한다. 이미 탄화규소 분말 소결연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붕소는 탄화규소의 소결
을 촉진하는 첨가제로 사용된다. 또한 탄소는 탄화규소분말에 포함된 잔유 실리콘
과 반응하여 탄화규소를 형성하므로 탄화규소내 불순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 두 분말을 사용하여 탄화규소 화이버의 열안정을 높이고자 하였다.
Nicalon 화이버를 탄소 분말과 B4C 분말에 넣어 고온 열처리한 후 각 분말이 화이
버 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나. 실험방법

Nicalon 화이버의 열적 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1400-2100℃의 온도에서 열처리
하였다. 출발 재료인 Nicalon은 수백 가닥의 화이버를 짜서 만든 편물이었다. 이
Nicalon 편물을 대략 1㎝×2㎝의 직사각형으로 잘라서 흑연 도가니에 넣고 알곤 가
스를 흘리면서 각 온도에서 1 시간동안 열처리하였다. 이때의 승온 온도는 상온에
서 최종온도의 50℃ 전까지는 15℃/min.로, 그 후는 5℃/min.로 하였으며 최종온도
에서 1 시간동안 열처리 후 로냉하였다.
탄소와 B4C 분위기에서 Nicalon 화이버의 열 안정성을 관찰하기 위해 흑연도가니
에 탄소와 B4C 분말을 각각 채운 후 Nicalon 편물을 잘라서 분말에 묻고 다시 그
위에 적당량의 분말을 채운 뒤 잘 흔들어 다졌다. 열처리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였다. 열처리된 화이버를 에틸알코올에 넣어 초음파 세척기로 분말을 제거한 후
주사전자 현미경(SEM)으로 표면 상태를 관찰하였고 에폭시로 화이버를 마운팅한
후 연마하여 화이버의 단면을 관찰했고 EDS를 이용하여 화이버 단면의 조성을 측
정하였다.
B4C 분말에서 열처리한 화이버에서 분말을 제거하고 알곤 분위기에서 재 열처리
하여 B4C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다.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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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1은 알곤 분위기에서 열처리한 Nicalon 화이버의 SEM 사진이다. 화이
버는 1500℃까지 매끄러운 표면을 유지했지만 1600℃부터 표면에 SiC 결정이 생성
되었다. 결정생성과 함께 화이버 표면에 작은 기공들이 관찰된다. 기공과 생성된 결
정들은 화이버에 포함 되어있던 산소가 반응 (1)과 같이 탄소나 규소와 반응하여
기화되고 SiC를 생성했기 때문이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표면의 결정과 기공이 커지
고 1900℃ 이상에서는 결국 과도한 입성장과 기공생성으로 완전히 화이버 형태를
잃었다.
Fig. 2-4-2는 탄소 분말에 Nicalon 화이버를 넣고 알곤 분위기에서 열처리한 화
이버의 미세사진이다. 1800℃에서 열처리한 경우 화이버 표면 부위에 조대한 입성
장이 관찰되며 내부에는 표면보다 작은 크기의 결정립이 관찰된다. 탄소 분말에서
1600℃로 열처리하면 화이버 표면에 SiC가 코팅되어 가스 방출을 방해하여 조밀한
외형을 유지한다고 보고되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표면에 코팅된 SiC가 가
스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어 (1)의 반응으로 결정과 기공이 생성된 것으로
생각된다[2-4-13]. 1900℃ 이상에서는 탄화규소 입성장이 너무 심각해 화이버의 형
상을 잃게된다. 이 실험 결과 1800℃ 이상의 고온에서는 탄소 분말이 화이버의 고
온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Fig. 2-4-3은 B4C 분말에 넣어서 알곤 분위기에서 열처리한 Nicalon 화이버의 미
세 사진이다. Fig. 2-4-1의 알곤 분위기에서만 열처리한 화이버와는 달리 1600℃에
서도 화이버의 표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1900℃까지도 매끄러운 표면을 보였
다. 2000℃부터 약간 표면이 거칠지만 화이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공은 관찰
되지 않았다. 보론은 잘 알려진 탄화규소 분말의 소결조제이다. 보론이 탄화규소에
침투되면 확산이동을 촉진하여 치밀화를 가능케 한다고 알려져 있다[2-4-14]. 본 연
구에서 어떤 경로로 탄화규소 화이버 내로 보론이 침투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Nicalon 화이버를 B4C 분말에 넣어 열처리할 때 침투된 보론에 의해 Nicalon 화이
버의 치밀화가 가능케 된 것으로 생각된다.
B4C 분말에 넣어서 Nicalon 화이버를 열처리할 시, B4C 중의 보론이 Nicalon 화
이버 내로 확산, 이동하여 화이버의 기공 생성과 입성장을 억제하여 치밀한 조직을
만든다. 화이버의 치밀화가 화이버 내로 침투한 보론에 의해 진행된다면 B4C 분말
에서 한번 열처리한 화이버를 다시 B4C 없이 알곤 분위기에서 열처리하더라도 화
이버의 치밀한 조직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를 확인하고자 B4C 분말에서 각 온

- 134 -

도로 열처리한 후 다시 B4C 없이 알곤 분위기에서 1800℃(Fig. 4), 2000℃(Fig. 5)로
재 열처리하였다. Fig. 2-4-1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직접 알곤 분위기에서 열처리
한 화이버보다 B4C 처리 후 알곤에서 재 열처리한 화이버가 화이버 형태를 더 잘
유지했다. 1100℃부터 B4C 처리온도가 높아질수록 표면의 기공이 줄어들고 매끄럽
게 변하다가 1500℃를 기점으로 기공은 관찰되지 않지만 다시 표면이 조금씩 거칠
어짐을 볼 수 있다. 이로부터 1100℃에서도 보론이 화이버에 영향을 주지만 그 양
이 충분하지 않으며 1500℃ 이상에서 화이버 치밀화에 필요한 양의 보론이 화이버
로 침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4-1은 각 온도로 B4C 분말에서 열처리한 화이버와 직접 알곤에서 열처
리한 화이버 단면의 미세 사진이다. B4C 분말 없이 열처리한 화이버는 1800℃에서
화이버 모양의 둥근 단면을 유지하지만 단면 전체에 작은 기공을 보이며 1900℃부
터는 완전히 화이버 단면의 형태를 잃고 불규칙한 결정립들이 에폭시에 흩어진 모
양을 보인다. 또한 온도가 높아질수록 결정립의 크기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B4C 분말에서 열처리한 화이버는 2100℃까지도 둥그런 화이버
단면을 유지했으며 화이버 내부도 표면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공이 없
고 조밀한 구조를 보였다.
열처리 전과 후의 산소함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화이버 단면에 대해 EDS 분석을
하였다. 열처리 전의 Nicalon 화이버와 B4C에서 1900℃로 열처리한 화이버의 표면
에서 중심 사이의 몇 개의 점을 잡아 점 분석하여 화이버 내부로의 깊이에 따른 성
분 변화를 알아보았고 1900℃ 알곤 분위기에서 열처리한 화이버는 입성장과 기공생
성으로 인해 화이버 형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화이버 표면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
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서 입자내의 몇 개의 임의 위치를 선택하여 점분석하였
다(Table 2-4-2). 출발 재료인 Nicalon 화이버는 산소의 함량이 10 mol.% 이상이었
지만 고온으로 열처리한 화이버는 B4C 분말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산소가 화
이버로부터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산소가 탄소와 규소와 반응하여 기체
상으로 날아갔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또한 보론이 기체반응에 아무런 영향
을 미치지 않으면서 화이버의 조밀화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B4C에서 열처리한 화이버를 각 온도에서 100개씩 취하여 화이버의 직경을 측정
하였다. Fig. 2-4-6은 화이버 단면의 분포와 온도에 따른 화이버의 직경변화이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화이버의 직경이 줄어듦을 볼 수 있다. 1900℃까지 직경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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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크고 1900℃부터는 그 변화가 미미하다. 온도에 따라 직경이 줄어드는 것은
화이버 내에 있던 산소가 반응식 (1)에 의해 탄소와 규소와 반응하여 기체로 날아
가고 그 빈자리가 보론의 영향으로 조밀화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의 직경
변화로 보아 기체화 반응과 화이버의 조밀화는 1800℃와 1900℃에서 활발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결

론

Nicalon 화이버는 10 mol.% 이상 포함하고 있는 산소 때문에 1600℃이상에서 표
면에 기공과 결정이 생성됐으며 1900℃부터는 화이버의 형태를 완전히 잃었다. 탄
소분말과 함께 열처리했을 때 1800℃ 이상의 온도에서 탄소는 화이버의 열 안정성
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B4C 분말에서 열처리하면 1900℃까지 매끄러운
표면을 유지했고 2100℃까지 화이버 형태를 유지했다. B4C와 열처리 후 화이버 내
부의 산소는 제거되었으며 화이버의 직경도 줄었다. B4C 처리 후 재 열처리 결과
1500℃에서 열처리하는 것이 그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하는 것보다 더 고온에 안
정하였다.

- 136 -

제 3 절 고온초전도체 선재 및 자석 제작기술 개발

1. Bi-2223계 고온 초전도 선재 제조공정 개발

본 연구에서는 Bi-2223계 고온 초전도 선재의 열처리 공정을 최적화하고 다심
2

장선재 가공 공정 개발을 통해 임계전류 밀도가 10 kA/cm 이상인 다심 장선재를
개발하고 액상법(분무건조법)을 통해 화학적 균일성이 우수한 Bi 계 초전도 분말을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진공 하소법, 종자(seed) 입자 첨가를 통해
2223 고온상으로의 전이가 빠르고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선재를 개발하고자 하였
다.

가. 감압 산소 분위기 하에서 하소한 Bi(Pb)-2223 초기 분말의 특성

(1) 연구 배경
높은 임계 전류밀도(Jc)를 갖는 Bi-2223 선재는 전력 분야나 고자장 자석 등에
응용될 수 있는데 [3-1-1,2] 이러한 Bi-2223 선재의 통전 특성은 복잡한 공정 조건
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공정

변수

중에서도

초기

분말은

Powder-in-tube (PIT) 공정의 첫번째 단계로서 선재의 최종 특성에 가장 크게 영
향을 주는 인자의 하나이다 [3-1-3∼6]. 지금까지 Bi-2223 선재에 사용되는 초기 분
말은 고상반응법 또는 분무 열분해나 공침법과 같은 액상법 등으로 제조되어 왔는
데 고상 반응법은 공정이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고온에서의 장시간
동안 반복적인 하소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자 크기가 증가하여 활성도가 떨어
지는 분말이 얻어지기 쉽고 원료 분말 중 SrCO3, CaCO3 와 같은 탄화물 분말의 분
해가 어려워 탄소의 잔류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하소 과정중 완전히 분해
되지 않은 잔류 탄소는 Bi-2223 입자들의 입계에 편석됨으로서 선재의 특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3-1-7]. Balachandran 등[3-1-8]은 하소시 분위기를 산소
분압이 낮은 저압 분위기를 적용함으로써 고상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들은 이 방법을 통하여 보다 저온에서 짧은 시간 내에 순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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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a2Cu3Ox 분말을 제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저압하에서는 탄화물 분말에서
CO2 가스가 일반 공기중에서보다 쉽게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Bi-2223 계의 경
우 이러한 효과 이외에도 산소 분압이 낮아짐에 따라 Bi-2212 상에로의 Pb의 용해
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3-1-9]. Dorris 등[3-1-10]은 Bi-2212 상으로의 Pb
의 고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Bi-2223 상으로의 전이 속도가 빨라져 선재의 Jc 가 증
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Jeremie 등[3-1-11]이 보고한 결과에서는 초기 분
말내의 Pb 분포 차이에 상관 없이 상전이 속도나 Jc는 유사하였다. 반면 Zeimetz
등[3-1-12]은 낮은 산소 분압에서 하소한 분말이 반응성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임계
전류는 오히려 공기중에서 하소한 분말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는 등 연
구자마다 상이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 torr 의 압력이
유지되도록 감압하에서 산소 가스를 흘려 주는 상태에서 하소를 행하였고 이렇게
제조된 초기 분말에서 상전이와 Jc, 미세구조 변화 등을 공기중에서 하소한 분말과
비교하였다.

(2) 실험 방법
Bi1.89Pb0.41Sr2.01Ca2.23Cu3.03Ox 의 조성이 되도록 Bi2O3, PbO, SrCO3, CaCO3, CuO
등의 원료 분말을 에탈올을 매질로 하여 ZrO2 볼로 24시간 동안 혼합하였다. 혼합
후 건조는 불균일한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 stirring과 함께 행하였으며 건조된 분말
은 두개의 batch로 나누어 한 batch는 700℃ (12시간), 800℃ (8시간), 800℃ (8시
간) 의 순으로 공기중에서 하소하였다. 다른 한 batch는 3 torr의 산소 분압이 유지
되는 진공 분위기 하에서 760-800℃의 온도로 8시간씩 2회 하소를 행하였다. 하소
후의 분말은 탄소의 오염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720℃에서 3시간 동안 3 torr의 산
소 분압하에서 탈기 (degassing) 처리를 행하였다.
Ag/Bi-2223 단심 선재를 일반적인 powder-in-tube (PIT) 공정을 통해 제조하였
는데 우선 초기 분말을 길이 10cm, 직경 약 3.8mm가 되도록 200MPa의 압력으로
정수압 성형한 후 외경과 내경이 각각 6.4mm와 4.2mm인 은 튜브에 장입하였다. 이
튜브를 1.7mm까지 인발한 후 0.18mm까지 압연하였다. 이때 두께 감소율은 10%내
로 조절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선재를 5cm의 길이로 절단한 후 840℃에서 50시간씩
총 4회 열처리하였으며 열처리 단계마다 1GPa의 압력으로 일축가압하였다. 선재의
임계 전류(Ic)는 77K, 0 T의 조건에서 4단자법으로 측정하였고 초전도 단면적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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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Jc를 계산하였다. 분말 및 선재에 존재하는 상은 XRD로 조사하였고 미세구
조는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관찰하였다. 전체적인 실험 과정을 Fig. 3-1-1에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Fig. 3-1-2는 일반 공기 분위기 및 진공하에서 하소를 행한 분말들의 XRD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진공 분위기에서 하소할 경우 의도하는 상조성이 (Bi-2212 + 이차상) 공기중에
서 하소하는 경우보다 낮은 온도에서 형성된다. 이는 하소 과정중에 입자 성장을
억제시켜 보다 반응성이 좋은 분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3-1-3은
하소 후 분말의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진공 하소는 하소 온도가 낮아 초기 분
말의 입자 크기가 공기중에서 하소한 분말에 비해 작음을 알 수 있다. 또한 780℃
에서 진공 하소한 분말은 작은 양의 Bi-2223 상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진공 중에
서 탄화물이 효과적으로 분해됨으로써 Bi-2223 상으로의 상전이가 촉진됨을 의미한
다.
(b) 공기중에서 하소한 분말은 Ca2PbO4 상이 많이 존재하는데 반해 진공중에서 하
소한 분말은 이 상이 사라지는 대신 (Sr,Ca)CuO2 (1:1 alkaline earth cuprate, AEC)
상이 존재한다.
(c) 진공에서 하소할 경우 Bi-2212 상의 (200) 과 (020) 피크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
이 나타난다. Bi-2212 상내에 Pb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2θ=33°부근에 존재하는
(200) 피크와 (020) 피크는 서로 겹쳐서 나타나지만 Pb 가 Bi-2212 상으로 고용됨
에 따라 이 두 피크는 서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3-1-13].
이는 Pb의 고용에 의해 Bi-2212 상이 tetragonal 구조에서 orthorhombic 구조로 변
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진공 분위기하에서의 하소는 Bi-2212
상내의 Pb의 용해도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Bi-2212 상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Ca2PbO4 와 같이 Pb를 포함하고 있는 이차상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d) Bi-2212 상의 구조 변화로 인해 [0211] 에 해당하는 2θ=36.8°에서의 피크가
진공 하소한 분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Ikeda 등[3-1-14]이 보고한 것과 일
치되는 결과이다. Fukushima 등[3-1-15]은 또한 Bi-2212 상내의 Pb 양이 증가함에
따라 [0211] 피크의 강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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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가지 초기 분말로 제조한 선재를 840℃에서 열처리한 후 Jc를 측정한 결과
를 Fig. 3-1-4에 나타내었다. 진공 하소한 분말이 공기중에서 하소한 분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Jc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진공 하소한 분말은 150시간 동안 열처
2

리하였을 때 최대 17.8 kA/cm 의 Jc 를 보인 반면 공기중에서 하소한 분말은 200시
2

간의 열처리 조건에서 13.1 kA/cm 의 Jc 를 나타내고 있다. 두가지 초기 분말에 대
해서 720℃에서 탈기 처리를 행하면 탄소 불순물의 양을 200ppm 이내로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경우의 Jc 차이는 탄화물 원료 분말의 불완전한 분해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Fig. 3-1-2 와 3-1-3에서 보였
듯이 진공 중에서의 하소는 하소 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입자 크기가 작
은 고활성도의 분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
다. Fig. 3-1-5는 이에 대한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고활성도를 갖는 진
공 하소 분말에서 Bi-2223 상으로의 상전이가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50 시간 동안 열처리하였을 때 공기 중에서 하소한 분말은 Bi-2223 상의 비율
이 58.1%에 머무르는 반면 진공 하소한 분말은 91.5%에 달한다. Fig. 3-1-6은 두가
지 분말로 제조한 선재를 840℃에서 50시간 및 150, 200시간 열처리한 후 미세구조
를 나타낸 것이다. 밝게 보이는 상은 Bi(Pb)-2212 또는 Bi(Pb)-2223 상이며 어두운
상은 이차상이다. EDX 분석에 따르면 이차상의 조성은 두 경우 모두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공기중에서 하소한 분말로 제조한 선재의 경우 이차상의 크기가 크고
집합조직이 열악한 반면 진공 하소한 분말은 집합조직이 잘 발달해 있고 이차상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진공 하소한 분말은 Bi-2223
상으로의 전이가 빠르게 일어나고 이차상의 크기나 분율이 작으며 집합조직이 잘
발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Jc를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3 torr의 산소 분압을 유지하는 진공중에서 분말을 하소하면 탄화물의 분해가 빠
르게 일어나 원하는 조성을 보다 낮은 온도에서 쉽게 얻을 수 있었으며 이차상의
형태나 Pb의 분포가 공기중에서 하소한 분말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공기중에서 하
소한 분말로 제조한 선재는 큰 이차상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진공 하소한 분말은
이차상의 크기가 작고 집합조직이 잘 발달한 미세구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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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자 입자가 첨가된 Ag/Bi-2223 선재의 특성

(1) 연구 배경
Ag/Bi-2223 선재는 장선으로서의 제조가 용이하고 높은 임계 전류밀도(Jc)를 갖
기

때문에

송전선,

변압기,

모터,

한류기

등으로의

이용이

기대되고

있다

[3-1-16,17]. 선재가 높은 Jc를 갖기 위해서는 집합조직이 잘 발달하여 있어야 하고
Bi-2223 입자간의 연결성(connectivity)이 좋아야 한다 [3-1-18]. 이러한 미세구조적
인 조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초기 분말의 특성과 열적, 기계적 공정 변수 등
을 들수 있다 [3-1-19∼22]. 그러나 Bi-2223 선재에 있어서 집합조직의 형성과 상전
이 기구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최근 몇가지 이론들이 제시된 바 있다.
이 이론들은 크게 intercalation 기구 [3-1-23,24] 와 nucleation and growth 기구
[3-1-25∼27]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Nucleation and growth 기구는 Bi-2223 입
자가 기존에 존재하던 Bi-2212 입자위에서 또는 액상내에서 직접 핵이 생성되는 것
을 말하며 intercalation 기구는 2212 입자에 Ca/Cu-O층이 삽입됨으로써 Bi-2223
상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이 두 모델은 모두 초기 분말에 존재하는 Bi-2212 상과
이차상 간의 반응에 의해 형성되는 일정량의 액상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
기 분말의 조성은 Bi-2212 상과 이차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Bi-2223 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보다 높은 Jc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3-1-28]. 이는 소결 온도
에서 Bi-2212 상과 이차상의 반응에 의해 형성되는 액상이 기계적 가공 공정중에
형성되는 균열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다 [3-1-29]. 따라서 초기 분말의 상조성은 형
성되는 액상의 성질에 크게 영향을 주고 결국 선재의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1-30,31]. 특히 초기분말에 Bi-2223 상이 존재할 때 선재의 미세구조와 상
전이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최근에 보고된 바 있다 [3-1-30].
본 연구에서는 Bi-2212 상과 Ca2PbO4의 이차상으로 구성된 초기 분말에 0-10
wt% 의 Bi-2223 입자를 첨가한 선재를 제조하고 이 선재의 미세구조와 상전이 양
상, 전기적 특성을 고찰하고 Bi-2223 상의 상전이 기구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Ag/Bi-2223 선재를 일반적인 powder-in-tube (PIT) 공정을 통해 제조하였다.
초기

분말은

고상

반응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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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였으며

최종

조성이

Bi1.89Pb0.41Sr2.01Ca2.23Cu3.03Oy 가 되게 하였다. 먼저 99.9% 이상의 순도를 갖는 Bi2O3,
PbO, SrCO3, CaCO3, CuO 등의 분말을 polyethylene 용기에 넣고 용매는 ethanol,
ball은 ZrO2를 사용하여 24시간 동안 혼합한 후 건조하였다. 건조후 분말은 700℃에
서 12시간, 800℃에서 8시간 2회, 총 3회 하소를 행하였고 ZrO2 ball로 8시간 동안
planetary ball mill로 분쇄를 하였다. 이 분말에 Bi-2223 로 완전히 전이된 분말을
0-10 wt%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혼합하였다. 이 때 첨가한 Bi-2223 분말은 입자
크기가 약 13.0 μm 이고 이차상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혼합이 끝난 분말은 72
0℃, 3 torr O2 분위기에서 5시간 탈기 처리를 하여 6.4mm의 외경과 4.2mm의 내경
을 갖는 은 튜브에 충진하였다. 은 튜브는 1.5mm까지 인발하였고 최종 선재의 두
께가 180 μm, 폭이 약 2.5mm가 될 때까지 압연하였다. 압연이 끝난 선재는 약
5cm 길이로 절단하여 840℃의 공기중에서 총 200시간까지 열처리를 행하였으며 열
처리 중간에 1 GPa의 압력으로 가압하였다. Bi-2223 상으로의 상전이 거동 연구를
위해 840℃에서 유지시간을 다르게 열처리한 후 공기중에서 급냉하였다. 2223상의
부피분율의 계산은 2212 상의 (008) 면의 X-선 회절강도와 (0010)면이 회절강도를
이용하여 행하였다. 임계전류 (Ic)의 측정은 77 K, 0 T의 조건에서 4단자법을 이용
하였고 선재의 초전도체 단면적으로부터 임계 전류밀도 (Jc)를 구하였다. 선재의 미
세구조는 연마 및 에칭 후에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전체적인 실
험 공정도를 Fig. 3-1-7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Fig. 3-1-8은 각기 다른 양의 2223 종자입자를 첨가한 초기 분말의 XRD 분석
결과이다. 초기 분말은 2212상과 Ca2PbO4 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223 종자입자를
첨가함에 따라 2223상의 특성 피크가 나타나고 있다. 종자입자를 첨가한 초기 분말
의 XRD 결과는 2223 상의 존재를 제외하고는 종자입자를 첨가하지 않은 초기 분
말과 차이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말들로 제조한 선재의 Jc 값을 Fig.
3-1-9에 나타내었다. 선재는 840℃에서 20-100 시간동안 열처리하였으며 중간에 가
압 공정은 행하지 않은 것이다. 단지 1 wt%의 2223 종자 입자를 첨가한 경우에도
종자 입자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의 Jc 거동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0시간 열
처리한 경우 종자 입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Jc 값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1 wt% 와 3 wt%의 종자 입자를 첨가한 경우 50시간의 열처리를 행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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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때 9.2 kA/cm 의 최대 Jc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종자입자를 첨가하지 않은 분말
로 제조한 선재는 50 시간 열처리한 경우에도 매우 낮은 Jc 값을 보이며 100 시간
2

열처리하였을 때 5.5 kA/cm 으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Fig. 3-1-10에 나타낸
상전이 속도와 밀접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3-1-10에서 알 수 있듯이
1 wt%의 작은 양의 종자입자를 첨가한 경우에도 상전이 속도는 크게 증가하는데
840℃에서 50 시간 열처리하였을 때 종자입자를 첨가하지 않은 선재는 2223 상의
부피 분율이 50.5%인 반면 종자입자를 첨가한 경우에는 88.0%의 상전이를 나타내
었다. 이러한 결과는 짧은 열처리 시간으로 높은 Jc 값을 갖는 선재를 제조할 수 있
는 공정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 3-1-11은 840℃에서 200 시간 동안 2회의 가압 공정을 거쳐 3회 열처리한
선재의 Jc를 나타낸 것이다. Fig. 3-1-11(A)는 첫 번째 열처리 공정에서 유지시간을
50 시간으로 한 것이고 Fig. 3-1-11(B)는 35 시간으로 한 것이다. 종자입자를 첨가
2

하지 않은 선재는 13.0 kA/cm 의 최대 Jc를 나타내었고 1 wt%의 종자입자를 첨가
2

한 경우에는 최대 21.3 kA/cm 의 Jc를 나타내었다. 또한 종자입자를 첨가한 선재에
서는 첫 번째 열처리에서 유지시간을 짧게 유지한 것이 더 높은 Jc를 보였다. 반면
종자입자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첫 번째 열처리의 유지시간이 길 때 더 높은
Jc 값을 보인다. 이는 상전이 속도가 다를 경우 선재의 열적, 기계적 공정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wt% 이상의 종자입자를 첨가한 선재에서는
최종 열처리 공정 후 Jc 가 감소하였다. 열처리 공정 중에 행해지는 가압 공정은 균
열을 형성시키고 이 균열이 다음 열처리 공정 중에 제거되지 않으면 Jc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3-1-29]. 또한 이 균열 제거 과정은 2212 상과 Ca2PbO4 와 같은 이차상
과의 반응에 의해 형성되는 액상에 의해 이루어진다 [3-1-29,32]. 많은 양의 종자입
자를 첨가한 선재에서는 열처리 초기에 상전이가 대부분 완료되기 때문에 열처리
횟수가 반복됨에 따라 액상을 형성할 수 있는 반응물이 부족하여 최종 열처리 시
Jc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Fig. 3-1-12의 미세구조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종자입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2223 입자의 크기가 감소한다. 이는 전
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약결합 (weak link)으로 작용하는 입계의 면적의 증가를 가
져와 Jc 감소의 원인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3-1-12는 종자입자가 첨가된 것과 첨가되지 않은 것의 길이 방향 단면에
대한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종자입자의 첨가량이 증가됨에 따라 2223 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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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크기가 감소하고 있으며 종자입자가 첨가된 선재가 집합조직이 더 잘 발달되
어 있고 치밀한 구조를 보인다. 판상 형태의 입자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에서는
입자들끼리 서로 만나게 되고 상전이가 완료되면 입자 성장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입자 성장의 핵이 많이 존재할수록 입자 크기는 더 작아지게 된
다. 즉 완전히 반응된 2223 종자 입자의 존재는 이 입자들이 입성장의 핵으로 작용
하여 열처리 공정 중에 입자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종자입자의 첨가 유무에 따른 상전이 거동을 비교하기 위해 선재를 840℃에서
유지 시간을 달리하여 열처리한 후 공기중에서 급랭하고 은 피복을 제거한 후
XRD 분석을 행하였다. Fig. 3-1-13은 열처리 시간에 따른 2223 상의 부피 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상전이 곡선은 S자 형태의 모습을 보이
고 있다. 종자입자를 첨가하지 않은 선재의 경우 약 10 시간 정도까지의 잠복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과정 중 2212 입자 표면 또는 액상내에서 2223 입자의 핵생성
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2223 종자입자를 첨가한 선재에서는 첨가된
종자입자에서 새로운 2223 상이 직접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잠복기를 거치지 않고
2223로의 상전이가 곧바로 진행되며 더 빠른 상전이 속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상전
이 거동과 Fig. 3-1-13에서의 미세구조로부터 판단하건대 2223 상의 형성은 핵생성
및 성장 (nucleation and growth) 기구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2223상의 상전이 kinetics를 등온 반응에서의 Avrami 식을 이용하여 고찰하였다.
Avrami 식에서 2223 상의 부피 분율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n

f = 1 - exp(-Kt )
여기서 f는 상전이된 부피 분율, K는 반응속도 상수, t는 시간, n은 Avrami 지수이
다. Avrami 지수 n은 상전이 부피분율과 시간간의 그래프에서 구할 수 있는데 이
값은 상전이 기구가 어떤 것인가를 시사한다. Fig. 3-1-14는 2223 상의 상전이에서
ln[-ln(1-f)]를 ln(t)에 대해 그린 것이다. 이 그림에서 n은 1 또는 2의 값을 갖고 있
는데 이는 2223 상의 형성이 2차원 핵생성 및 성장에 의해 일어남을 의미한다. 이
는 2223 입자가 판상의 형태로 성장하고 있는 것과도 잘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종자입자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는 n이 2에 가깝고 종자입자를 첨가
한 경우에는 n이 1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상전이 속도가 종자입자
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핵의 생성에 지배를 받으며 종자입자를 첨가한 경우에
는 성장면 (growth front)으로의 물질의 확산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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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1-33]. 종래의 연구에서 n 값을 1로 보고하는 경우 [3-1-34∼36]와 2로 보고
하는 경우 [3-1-37∼39]로 논란이 있어 왔는데 본 연구의 결과로 판단하여 보면 이
러한 결과는 출발 분말의 반응성과 소량의 2223상의 존재 유무와 같은 상조성의 차
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출발 분말에 2223 상이 XRD 로
감지할 수 없는 만큼의 작은 양이 존재할 지라도 Bi-2223 선재의 상전이 속도와 미
세구조, Jc 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결론
출발 분말에 완전히 반응된 2223 입자를 첨가한 선재는 짧은 열처리 시간에서도
비교적 높은 Jc 값을 나타내었다. 종자입자를 첨가하지 않은 선재와 비교할 때 종
자입자를 첨가하게 되면 2223 입자의 크기가 더 작고 상전이 시에 잠복기를 갖지
않으며

더 빠른 상전이 속도를 보였다. 미세구조와 상전이 kinetics로부터 2223 상

으로의 상전이는 2차원 핵생성 및 성장 기구에 의해 가장 적절히 설명되어진다. 또
한 2223 종자 입자의 첨가는 상전이의 속도 지배 기구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종자입자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는 핵생성이 2223으로의 상전이 속도를 지배
하였으나 종자입자를 첨가하게 되면 물질 확산 기구로 속도재배 기구가 변화되었
다.

다. 분무 건조법에 의한 초전도 분말의 제조

분무 건조법에 의한 분말의 제조를 위해 Bi(NO3)3·5H2O, Pb(NO3)2, Sr(NO3)2,
Ca(NO3)2·4H2O, Cu(NO3)2·3H2O 등의 질산염을 증류수에 녹인 후 Buchi사의 spray
dryer를 이용하여 용액을 구형 분말 형태로 건조하였다. 분무 건조 후의 분말의 미
세구조를 Fig. 3-1-15(A)에 나타내었는데 1∼10μm 내외의 구형 분말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분말의 TG/DTA 결과를 Fig. 3-1-16에 나타내었다. 대부분
의 무게감소가 600℃ 이하에서 일어나며 이 온도 이상에서는 더 이상의 무게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부터 하소조건을 600℃에 5시간 유지하고 800℃에서 12시간 2
회 하소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때 하소분위기는 공기중의 CO2에 의해 분말이 오
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N2:O2=79:21의 혼합가스로 하였다. 이렇게 하소한 분말
의 미세구조를 Fig. 3-1-15(B)에 나타내었다. 이 분말로 제조한 선재의 전기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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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상법에 의해 제조된 분말과 비교하여 Fig. 3-1-17에 나타내었는데 분무 건조
법에 의해 제조된 분말이 더 높은 Ic 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무 건조법은
출발원료를 용해시킨 용액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고상법에 비해 우수한 화학적
균일성을 가짐으로써 높은 Ic를 갖는 선재를 제조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다심 장선재 제조공정 개발

다심 장선재의 열처리 공정 변수 최적화를 위해 37심 선재를 838∼844℃에서 열
처리하여 Ic를 비교하였다. Fig. 3-1-18에서 알 수 있듯이 842℃가 가장 적절한 열
처리 온도로 판단되어 이후 장선재 열처리는 이 온도에서 행하였다. 다심 장선재
제조를 위해 세심을 약 1.5mm 까지 인발한 후 충진을 위해 육각형의 형태로 재인
발하여 37심이 되도록 내경 10mm의 은 튜브에 재충진한 후 2.06mm 까지 인발하
였다. 압연은 두께 감소율이 10% 범위가 되도록 조절하였으며 842℃에서 총 150시
간 동안 열처리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약 10개의 25m 급 37심 장선재를 제조
하였다. Fig. 3-1-19는 이 선재들의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계면의 불균일성이
적고 초전도 코어가 잘 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Fig. 3-1-20은 본 연구
에서 제조한 25m 급 37심 선재들의 Ic 측정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평균 Ic 가
2

13.8A (∼15 kA/cm ) 이고 표준편차가 1.31A로서 우수한 재현성을 보였다. Fig.
3-1-21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100m 급 장선재의 열처리 전후의 모습을 나
타내었다.

2. 고온 초전도 자석 개발 및 제작

가. 서 론

Bi-2223 계 초전도체는 임계온도가 110K 정도로 다른 초전도체에 비해 높으며,
소성가공 및 열처리 과정을 통해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갖는 선재로 제조될 수 있
다. 이와 같은 선재를 이용하여 자석을 제조하는 경우 저항이 거의 없으므로 정밀
한 power supply 를 사용하지 않고도 매우 안정되고 균질한 자기장을 얻을 수 있
다[3-2-1]. 산화물 계 고온 초전도체는 극저온에서 사용할 때, 금속 계 저온 초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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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비해 외부 자기장에 대한 임계전류의 감소율이 적으므로 저온 초전도자석의
내부코일로 사용하여 높은 자기장을 얻을 수 있다. 액체 헬륨을 사용하지 않고 냉
동기를 사용하여 약 20-30 K 정도로 냉각하여 운전하는 경우 높은 냉각효율 및 우
수한 전도체 특성을 얻을 수 있으므로 많은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3-2-2].
고온 초전도체는 금속 계 초전도 선재와 달리 세라믹 재료이므로 코일을 제작할
때의 굽힘 변형에 의해 임계전류가 감소하기 쉬우며, 따라서 많은 세심 (filament)
을 갖는 선재제작이 필수적이다. 또한 자기장에 의해 권선 도체의 임계전류가 감소
하게 되므로 자기장의 변화에 대한 임계전류 변화 양상을 예측하는 것이 자석 제작
연구에 매우 필요하다[3-2-3].
본

연구에서는

37개의

세심을

갖는

다심

고온

초전도

선재를

PIT

(powder-in-tube) 법으로 제조하고, 이 테이프 선재를 이용하여 9 개의 double
pancake 코일을 권선 한 후, 구리 bobbin 에 적층하여 솔레노이드 자석을 제조하였
으며, 최종 완성된 초전도 자석의 임계 전류 및 자기장을 측정 및 해석하였다.

나. 선재 제조 및 특성 조사
0.1 T 정도의 자기장을 얻을 수 있는 솔레노이드 형태의 자석을 제조하기 위해
초전도 테이프선재를 제조하였다. 이 선재는 37 개의 세심을 가지고 있으며, 순 은
(Ag)을 피복재로 사용하여 PIT 방법으로 제조되었다. 인발, 압연 및 열처리 과정을
통해 Bi-2223 코어들을 균일하게 정렬시킴으로써 약 25m 길이 선재에서 평균 약
15 A 정도의 임계전류를 얻었다. 테이프선재의 크기는 폭이 3.4 mm, 두께는 0.24
mm, 이며 1 개의 double pancake 코일을 권선하기 위해 25-30 m 정도 길이의 선
재 테이프를 준비하였다[3-2-4].
외부 자기장에 의한 선재의 임계전류 감소를 조사하기 위해 중간 부분에 gap 이
있고 양쪽으로 분할된 split 솔레노이드 코일을 에나멜 피복 구리선을 이용하여

제

작한 후, 외부 자기장 발생 자석으로 사용하였다.
실험은 선재의 전압 강하 측정을 위한
하는 곳에

voltage tap 구간이 최대 자기장이 작용

위치시킨 후 액체질소 온도에서 4 단자 법으로 임계전류를 측정하였다.

외부 자기장 발생 코일 중앙 1 cm 영역에서 자기장의 변화는 약 5 % 정도이며, 이
영역은 측정하고자 하는 선재의 voltage tap 간의 거리 1 cm 를 충분히 포함하였

- 147 -

다.

측정 결과 그림 3-2-1 에서 보듯이 자기장이 증가할수록 선재의 임계전류는

지수 함수 형태로 감소하였다.
선재 표면에 수직한 자기장이 가해지는 경우 그 감소율이 선재 표면에 평행한 자
기장이 가해지는 경우에 비해 초기에 임계전류의 값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고온초
전도 선재로 제조된 자석에서는 z 방향의 자기장 보다

r 방향의 작은 자기장 성분

에 의해서도 선재의 임계전류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 Double pancake 코일 제조
초전도 자석이 1μV/cm, 즉 고온초전도 선재의 임계전류 기준의 전압 강하 한도
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통전 전류를 8 A 로 가정하고, 자기장을 계산하기 위한 식
3-2-1 을 이용하여 자석의 크기 및 형상을 결정하였다[3-2-5].

(3-2-1)

Bo= J a F(α,β)

여기서 Bo 는 자석 중앙에서의 z 방향 자기장의 세기, J 는 코일 단면적 당 흐르는
통전 전류, α,β는 자석 내경에 대한 자석 외경 및 자석높이 비율, F 는 field
factor 를 나타낸다. 계산 결과 하나의 double pancake 코일 권선에 필요한 선재의
길이는 약 18 m, 통전 전류를 8 A 로 하는 경우 필요한 double pancake 개수는 9
개로 계산되었다.
Double pancake 코일의 권선 방법은 react and wind 방법으로 37 개의 세심을
갖는 PIT 방법으로 제작 된 선재를 사용하였다. 18 m 길이 중 9 m 길이를 임시
bobbin 에 미리 감아 놓은 후, 이를 코일 권선 bobbin 축에 고정한 상태에서 권선
bobbin 에 코일을 한 층 (layer) 권선한다.

이때 20 μm 두께의 Mylar sheet 를

tape 선재간의 절연재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한층의 pancake 코일을 권선 한 후 임
시 bobbin 에 미리 감아 놓았던 선재를 사용하여 나머지 코일 1 층을 연속하여 권
선한다. 층과 층 사이의 절연은 100 μm 두께의 Mylar sheet 를 사용하였다. 그림
3-2-2와 같이 최종 권선 후 double pancake 단위로 epoxy 수지 함침하여 고정하였
다.
여러 개의 double pancake 들을 높이 방향으로 적층하여 solenoid 자석을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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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각 double pancake 들이 직렬로 연결되므로 솔레노이드 자석 전체의 임계
전류는 double pancake 코일 중 제일 작은 임계전류 값을 갖는 코일에 의해 결정된
다. 직렬 조립 전 각 double pancake 코일들의 임계전류를 측정하여 임계전류가 큰
순서로 9 개를 선택하여 적층 조립하였다. Double pancake 코일사이는 에폭시가 함
침 된 glass fiber woven을 사용하였으며, 적층된 자석은 에폭시 수지 함침을 하지
않았다.
1 μV/cm 의 전압강하 값을 기준으로 한 경우 조립 전 각 double pancake 코일
들에 대한 액체질소 온도에서의 임계전류 값은 약 7-9 A 사이의 값을 보이고 있었
다. 이와 같이 double pancake 코일 상태에서 측정한 임계전류 값이 선재 상태의
값보다 작은 이유는 자기장에 의한 영향과 가공 중 선재 굽힘에 의한 변형으로 예
상된다.

라. 솔레노이드 자석 제조

솔레노이드 초전도 자석은 9 개의 double pancake 코일들을

구리 bobbin 에 높

이 방향으로 차례로 끼워 적층하고, Pb40Sn60 solder 를 이용하여 각 double
pancake 코일들을 전기적으로 직렬 연결하였다. Solder 접합은 은 (Ag) 피복재 간
에 이루어 졌으므로 상전도 접합이 되어 어느 정도 전압 강하가 접합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 사양은 표 3-2-1과 같으며, 조립 후 전체의 형태는 그림

3-2-3 과 같다.
표 3-2-1. 솔레노이드 자석의 설계 사양
Conductor :

Bi-2223 tape (PIT method)

Field intensity at center : 0.113 T (77K)
Transport current :
No. of dpc :
Inner diameter :
Outer diameter :
Hight :

8 A

(77K)

9
40 mm
74 mm

90mm (including bobbin flange)

Insulator :

20 μm Mylar tape
and glass fiber woven

Bobbin material :

copper

Bobbin 재료는 제조된 자석을 후에 냉동기를 이용한 전도 냉각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전도율이 좋고 비 투자율이 거의 1 에 가까운 구리를 사
용하였다,

마 고온초전도 자석의 자기장 특성
접합부를 포함하는 자석 전체에서, 즉 current lead 사이에서의 전류-전압 관계
는 그림 3-2-4 와 같다. 이 측정에서 코일의 inductance 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초기 0.6 A 전까지의 불안한 전압 상태는 그림에서 제외하였다. 그림에서
cm 당

1 μV 전압강하가 일어나는 전류 값은 77.3 K에서 약 9 A 정도로 측정되

었다.
솔레노이드 형태의 자석의 경우 자석 중간 내벽에 가장 큰 z 방향의 자기장이 걸
리며, 양단으로 갈수록 z 방향 자기장은 감소되고, r 방향의 자기장 성분이 점차 발
생하여 자석 양단 내벽에 가장 큰 r 방향의 자기장이 작용하게 된다[3-2-5].

고온

초전도 선재로 제작 된 솔레노이드 자석의 경우 자석의 양단 내벽에 작용하는 r 성
분 자기장의 세기가 중간 내벽에 작용하는 z 방향 자기장의 세기에 비해 매우 적을
지라도 임계전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으며, 자석의 양단 부분이 먼저 초전
도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림 3-2-4 의 경우 자석 중간에 위치한 double pancake 코일과 자석 위에서 2
번째 위치한 코일에서 측정된 전류 및 전압 곡선을 보면, 미소하나 중간에 위치한
코일 보다 2번째 코일에서 먼저 전압 강하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솔레노이드 자석의 중심선을 따라 z 방향의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한 결과 그림
3-2-5 와 같이 대칭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임계 전류인 9 A 정도의 통전 전류 상
태에서 자석 중앙의 z 방향 자기장 Bo 는 약 0.12 T 정도로 측정되었다. 이 값은
자석 설계 시 선택한 임계전류 8 A 보다 1 A 가 증가한 값이며, 따라서 자기장도
설계 값 보다 약간 높게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식 3-2-1 을 이용한 계산
결과에 잘 일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turn 과 turn 사이의 절연 상태가 매우 좋아 원
하는 ampere-turn 수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 결 론

PIT 방법으로 제조된 Bi 계 2223 초전도 선재 tape 를 이용하여 9 개의 double
pancake 코일을 권선하고, 이 코일들을 적층하여 초전도 솔레노이드 자석을 제조하
였다. 코일의 임계전류는 77.3 K 냉각온도, 그리고 자체 자기장 상태에서 약 9 A
로 측정되었으며, 그때 자석 중앙에서의 축방향 자기장 세기는 약 0.12 T 였다.

3. 에너지 저장용 초전도 플라이 휠 개발 및 제작

가. 벌크 초전도체의 부상 특성

(1) 서 론

산화물 고온초전도체는 그 형상에 따라 벌크, 선재, 혹은 박막형태의 초전도체로
분류할 수 있다. 벌크 초전도체의 재료로는 YBCO 가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유력한 응용 분야는 자석의 부상특성을 이용한 베어링을 예상할 수 있다.

자

석과 초전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기적인 힘을 이용하여 기존의 베어링 역할을
무접촉 상태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고속회전이 가능하고, 기계적 접촉에 의한 효율
손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고온초전도체는 Nb3Sn 혹은 NbTi 와 같
은 금속계 초전도체에 비해 높은 임계온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냉각을 고려할 때 응
용에 유리한 재료이다. 금속계 초전도체의 경우 임계온도가 4-20 K 정도인 반면,
고온초전도체의 경우 거의 130 K 이상이므로

초전도를 응용하는 경우 넓은 운전

온도 범위를 가지게 되므로 운전조건에 따라 초전도의 특성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
는 특성을 갖는다.

초전도체를 냉각하는 방법에는 액체헬륨이나 액체질소와 같은

냉매를 사용하였으나, 최근 냉동기의 설계제작 기수릐 발전과 사용의 편이성을 위
해 소형 자석 시스템의 경우 저온냉동기를 이용하는 건식 냉각방법이 사용되고 있
다. 고온초전도체의 경우 임계온도가 높아 비교적 적은 용량의 냉동기를 사용하여
냉각시킬 수 있으며, 운전온도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으므로 저온초전도체에 비
해 냉동기 냉각이 유리하다[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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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체의 경우 냉각온도에 따라 임계전류가 변화하는 온도의존성을 가지고 있
음이 잘 알려져 있다. 선재의 경우 자석연구와 함께 온도변화에 따른 초전도특성
연구가 전도체의 안정성 해석과 관련하여 비교적 많이 수행되었으나, 벌크초전도체
의 경우 액체질소와 접촉되어 완전히 냉각되는 경우 운전 중 냉각온도의 변화가 거
의 없고, quench 의 위험이 없으므로 온도에 따른 특성 변화연구가 충분히 수행되
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벌크초전도체의 소규모 베어링 응용과 관련하여 냉동기
를 이용한 초전도베어링의 냉각방법을 고려하였으며, 베어링의 설계자료로 쓰일 수
있는 부상력, damping 에 대한 온도의존성을 측정하고, 이 결과를 온도에 따른
magnetization curve 의 변화로 설명하였다.

(2) 초전도체의 부상력

초전도체를 베어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계에 필요한 베어링의 부상력,
stiffness, damping 등의 특성을 조사해야 한다. 벌크 초전도체에 외부 자기장이 작
용하는 경우 초전도체가 magnetization 되고, 이것과 외부자기장과의 작용에 의해
다음과 같은 식의 힘을 초전도체가 받게 된다[3-3-2][3-3-3].

(3-3-1)

F =m⋅▽H

여기서 m 은 magnetic diapole, H 는 외부자기장이다.
한편 m 은 r 의 반경으로 I 의 전류가 흐르는 회로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
다.

m =MV =

1 ⌠
○r×I ds
2 ⌡

(3-3-2)

여기서 M 은 magnetizatin density, V 는 volume을 나타낸다.
부상력이 큰 초전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m 이 큰 재료를 만들어야 한다. 식
3-3-2에 의하면 재료의 임계전류가 커야 하고, 이 전류가 흐르는 반경을 크게 하기
위해 결정입자가 커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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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 초전도체 위에 영구자석을 위치시키는 것은 초전도체에 외부 자기장을 주
는것과 같으며, 이 영구자석의 자기장에 의해 초전도체가 자화되어 자석과 반발력
혹은 인력을 가지게 된다.

식 3 과 같이 임의의 물질 외부에 H 의 자기장이 있는

경우 물질의 내부에는 B 라는 자기장이 형성되고, 물질을 자화시킨다.

(3-3-3)

B =μ 0 (H+M)

여기서 μ0 는 진공중에서의 permeability 이다.
YBCO 벌크초전도의 경우 임계온도이상의 경우 외부의 자기장을 그대로 통과시
키나, 임계온도 이하에서는 초전도체의 경계부에 screening current 가 형성되어 외
부자기장의 침트를 막는다. 이와같은 물질을 diamagnetism 이라 부른다.

내부의

침투자기장을 영이라고 한다면 식 3-3-4처럼 초전도체가 자화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B =μ 0 (H+ M) = 0

따라서

M =- H

(3-3-4)

(3) 실험 방법

YBCO 벌크 초전도체는 용융공정으로 제조되었으며, 크기는 직경

38 mm, 높이

20 mm 였다. 저온 냉동기를 이용하여 YBCO 벌크 초전도체를 원하는 온도로 냉각
한 후 lever 형태의 장치를 이용하여 부상력 및 그때의 변위를 측정하였다. 그림
3-3-1과 같이 냉동기 cold head 에 벌크 초전도체를 은 paste 로 부착하고, 온도
sensor 를 초전도체 옆면에 부착하였다[3-3-4]. 진공용기의 덮게 중앙에는 두께를
1.5 mm 정도로 절삭가공하여 초전도체와 외부 자석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였다. 실
험 중 초전도체와 자석간이 최소거리는 약 5 mm 정도였다. 벌크 초전도체는 복사
열 손실을 막기위해 super-inulation film 을 사용하였다. 부상력을 측정하기 위해
황동을 340 mm 길이로 가공한 후 표면에 strain gage 부착하여 끝단에 부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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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석에 걸리는 힘을 측정하였으며, 자석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레이저 detector를
사용하였다. lever

끝단에 설치한 영구자석은 내경 외경이 각각 5 mm, 17 mm 이

며, 표면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0.29 T 였다.

(4) 온도에 따른 부상력 측정

그림 3-3-2 에 보이는 곡선들은 각각의 냉각온도에서 zero field cooling 한 벌크
초전도체의 위치에 따른 반발력의 변화를 나타낸다. 각 온도는 측정 후 완전히
warming up 한 후 원하는 온도로 다시 냉각하였다.

부상력은 냉각온도가 낮을수

록 높게 측정되었으며, 이력정도는 이와 반대로 냉각온도가 높을수록 크게 측정되
었다. 70 K- 85 K에서 측정된 부상력은 급격히 부상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력정
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2 에 부상력의 크기를 온도에
따라 나타내었다. 액체질소 비등온도 77 K 위치는 그림 3-3-2 에서 보듯이 부상력
이 급격히 감소하는 변곡 영역에 놓여 있다. 액체 질소로 냉각온도는 80 K 이상의
영역과 비교하는 경우 비교적 높은 부상력을 얻을 수 있는 냉각 영역임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액체질소 분위기의 압력을 조절하여 5-13 K 정도 범위의 냉각온도를 낮
추는 경우 부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휠 시스템에서

큰 용량의 플라이

액체질소 용기 내부의 압력을 낮추어 냉각온도를 내리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설계 방법임을 알 수 있다[3-3-5].
부상력의 온도에 따른 변화는 critical state model 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초
전도체 외부에 H 자기장이 있는 경우 초전도체 표면에 screening 전류가 생겨 외부
자기장이 내부로 침투되는 것을 막는다. 그러나 표면의 전류 흐름의 두께가 매우
작으므로 전류가 Jc 이상이 되어 초전도성이 깨지고 따라서 외부의 자기장이 침투
하게 된다. 즉 이와 같이 초전도체가 최대 가질 수 있는 전류값은 Jc 라는 critical
값을 가지게 딘다. 이때 외부자기장이 침투되는 양상은 식 3-3-5 에서 보듯이 일정
한 기울기 Jc 를 가지고 초전도체로 침투하게 된다.

(3-3-5)

▽×H s = J = 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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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자기장이 Ho 인 경우 식 3-3-3 에 의해 외부자기장에서 침투된 자기장의
크기 차이 만큼 초전도체가 자화하게 된다.

그림에서 보듯이 초전도체의 임계자기

장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초기에 초전도체가 자화된 평균량은 식
3-3-6 과 같다.

M=

Hx
Hx
- B=2
2

(3-3-6)

또한 외부자기장이 초전도체를 완전히 침투한 이후에는 일정한 값의 자화량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값은 초전도체의 magnetization curve 에서 초기 외부
자기장 크기에 따라 급격히 변화한 후 비교적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력의 경우 냉각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하나 그 값은 zero field cooling 의 경우에
비해 미미하나, 이력정도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냉각온도가 낮을수록
stiffness 가 크게 측정되었다. 즉 같은 거리만큼 자석을 초전도체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냉각온도가 낮을수록 큰 것을 알 수 있다.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위치하는 경우 초전도체와 자석간의 거리가 5mm 정도일
최대 얻을 수 있는 자기장의 세기는 0.1 T 정도이다.

20 K 혹은 40 K 의 경우 0.1

T 정도 영역은 초전도체로 자기장이 완전히 침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써 외부
자기장을 제거시키는 경우 거의 같은 통로로 자기장이 제거되어 이력정도가 적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77 K에서 보듯이 0.1 T 정도의 외부자기장의 경우
거의 초전도체를 완전히 침투하게 되며 이때 외부자기장을 제거하게 되면

자기장

이 가해질 때와 다른 경로를 밟게 되어 이력정도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부
상력은 초전도체 자체의 성질은 물론, 영구자석의 운전위치, 냉각온도 등에 따라 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용융공정으로 제조된 YBCO 벌크 초전도체를 저온 냉동기를 이용하여 액체헬륨이
하의 저온으로 냉각하였다. 부상력은 냉각온도가 낮을수록 높게 측정되었으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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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는 이와 반대로 냉각온도가 낮을수록 적게 측정되었다. 70 K- 85 K 영역에서
측정된 부상력은 급격히 부상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력정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액체 질소로 냉각온도는 80 K 이상의 영역과 비교하는 경우 비
교적 높은 부상력을 얻을 수 있는 냉각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액체질소 분
위기의 압력을 조절하여 5-13 K 정도 범위의 냉각온도를 낮추는 경우 부상력을 크
게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자기이력곡선을 이용하여 자화 정도를 조
사한 결과 부상력은 초전도체 자체의 성질은 물론, 영구자석의 운전위치, 냉각온도
등에 따라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에너지 저장용 초전도 플라이 휠 제작 및 운전

(1)

서 론

전력수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장 효율이 우수한 전력저장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와 같이 출력 조절이 어려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큰 경우, 전
체 전력 수요에 맞추어 전력을 적절히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는 계통이 준비되어야
한다. 즉 전력 생산량이 수요량 보다 많은 경우 남는 전력을 저장하고, 수요량이 많
은 경우 저장된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 몇 개의 발전소를 더 건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매우 경제적이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전력 저장장치의
경우 전력의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고, 저장된 에너지를 짧은 시간에 방출하는

경우 높은 출력을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진다. YBCO 초전도체의 부상 특성을
이용하여 운동에너지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경우 기계적 마찰에 의한 에너지손
실이 거의 없고, 자기장이 초전도체에 포획되어 인력이 발생되므로 특별한 위치제
어 장치 없이 안정하게 시스템을 운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초전도체의 특성을 이
용하여 플라이휠의 베어링으로 사용하면 에너지 손실이 적고, 운전 방법이 간단한
에너지 저장장치를 개발할 수 있다[3-3-6].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저장용 초전도 플라이휠 장치의 제작 과정과 YBCO 벌

크 초전도체, 휠, 자석, 그리고 냉각과 같은 요소 기술을 서술하였으며, 이렇게 제조
된 장치를 실제 운전하여 그 특성시험 결과를 기술하였다.

(2) 플라이휠 장치 제작

본 연구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플라이휠 장치는 산업 응용이 가능하도록 회전속
도는 물론, 휠의 크기 및 질량을 늘여 저장에너지를 크게 하고, Halbach 계자를 이
용하는 구동장치를 이용하여 휠과 구동장치사이의 기계적 마찰 손실을 제거하여 에
너지 저장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제작된 초전도 플라이휠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
조는 그림 3-3-3 과 같이 진공용기, 초전도체 및 냉각용기, 휠, Halbach 구동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진공용기는 본체 용기로서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조하였으며, 운전 중 내부를 진
공상태로 유지시켰다. 내부를 진공으로 하는 이유는 회전 휠이 고속으로 회전할 때
공기에 의한 마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이며, 또한 초전도체를 냉각시키는 용기 주
변을 단열 시킴으로써 냉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저온으로 냉각된 초전도체
냉각용기의 외부에 공기가 있는 경우 공기 중의 수분이 용기와 휠 사이의 좁은 공
간에 얼어붙게 되어 휠의 회전을 어렵게 한다. 진공용기 벽에는 window를 설치하
여 내부의 휠의 상태를 관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전도체를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용기의 윗면은 약 1 mm 두께로 가공하여 휠과
초전도체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초전도체를 냉각시키기 위해 냉각용
기에 부착되어 있는

inlet port 로 액체질소를 공급하고, outlet port 에서 나오는

질소의 상(phase) 을 확인하여 냉각 상태를 예상하였다. 이 용기 내부에는

seed

growth 방법으로 제조 된 사각형의 YBCO 초전도체 bulk 들을 cutter 로 자르고
윗면을 grinding 하여, 용기 공간에 최대한 많은 면적을 차지하도록 배열 하였다.
이렇게 가공된 총 32 개의 초전도 brick 들은 알루미나 분말을 분산시킨 에폭시 수
지를 사용하여 직경 23 cm 의 스테인레스 스틸 판에 접착시킨 후 용기 안에 조립
고정되었다. 이 냉각 용기는 외부가 진공이고, 내부는 상압 이상이며, 약 77 K 까지
냉각되므로 용기를 밀폐시키기 위해 indium 금속 seal 을 사용하였다.
냉각용기의 재질은 휠에 붙어 있는 자석에 의한 ac loss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
자성체인 SUS 310을 사용하였다.

(3) 휠 제작 및 저장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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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휠 장치의 저장에너지는 식 3-3-7 과 같이 정의되므로 에너지를 높이기 위
해서는 회전속도를 크게 하고 식 3-3-8 과 같은 회전 휠의 moment of inertia 를
크게 하여야 한다.

E=

1
I
2

z

w

2

2
Iz = ⌠
⌡r dm

(3-3-7)

(3-3-8)

여기서 ω 는 회전각속도, m 은 질량, r 은 반경방향의 좌표이다. 식 3-3-8 에서 보
듯이 회전에너지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휠의 질량을 늘이고, 반경방향의 길이를 크
게 해야 한다. 설계 목표는 약 65 Wh 의 저장용량을 갖도록 하였으며, 그림 3-3-4
과 같은 형태의 휠을 제작하였다.
휠, 부상용 자석, 그리고 구동용 Halbach rotor 자석을 포함한 회전체의 질량을
약 13.5 Kg 으로 하였으며, I-DEAS 전산 code를 이용하여 휠의 회전 inertia를 계
-1

산한 결과 1.07X10

2

kg-m 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값의 inertia 로 20,000 rpm 회

전을 하는 경우 65 Wh 에너지가 저장될 수 있다. 휠의 재질은 알루미늄합금 두랄
루민을 사용하였다. Ac loss 면에서는 불리할 것으로 보이나, 이후 FRP 재료를 사
용할 것을 대비하여 비슷한 비중을 같는 재료를 선정하였다.
I-DEAS code 를 사용하여 회전 속도 20,000 rpm 에 대한 휠에서의 응력분포를
계산하였다. 그림 3-3-5 에서 보듯이 부상용 영구자석에 작용하는 최대 응력은 약
150 MPa 정도이며, 휠에 작용하는 최대응력은 약 220 MPa 정도로 모두 재료의 허
용 응력 이내의 값이므로 20,000 rpm 에서 휠이 회전 원심력에 의해 파손되지는 않
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전 시 최대 변형량은 0.2 mm 정도로 미소하게 계산되었다
[3-3-7].
휠과 초전도체 사이에서의 진동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rotor 자석 및 support 부

분을 제외시킨 약 8.3 Kg 정도의 휠을 사용하여 예비 실험을 수행하였다. Hammer
를 이용하여 0 에서 3,000 Hz 까지 각각 횡 방향과 축 방향으로 가진하여 각 방향
에 대한 주파수 응답을 살펴보았다. 축 방향 고유진동수는 12.25Hz (735 rpm) 이였
으며, 횡 방향 고유진동수는 6.13Hz (368 rpm) 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공

진회전수는 매우 낮은 회전수 영역에 존재하므로 가속 중 피할 수는 없으나, 낮은
회전수 영역이므로 시스템의 안정성 면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
다.
그림 3-3-6 은 축 밑면 부상용 자석의 분포 형태이다. 철판에 자석을 부착한 4
개의 ring 자석들을 반경 방향으로 서로 N-S-N-S 가 되도록 배치하여 반경 방향
으로의 이탈을 방지하였다. 안쪽 2개의 ring 자석은 직경이 작아 각각 1 몸체로 가
공하였으나, 바깥쪽 2개 ring 자석은 그림 3-3-6 과 같이 조각들로 조립되었다.
안쪽 2개 자석의 표면에서 측정한 자기장은 각각 4,200 G, 4,400 G 정도 였으며
바깥 2개의 자석은 작은 자석들로 조립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자석에 대하여 최대
4,300G, 최소 3,400G, 그리고 다른 하나는 최대 3,500G, 최소 2,500 G 로 측정되었
다. 자기장의 변화가 거의 1,000 G 정도로 매우 큰 값이므로, 회전 시 큰 ac loss
즉 큰 에너지 손실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4) 구동 장치

구동장치의 경우 휠과의 기계적인 마찰 손실을 제거하기 위해 기계적 접촉 베어
링을 갖지 않는 Halbach array 구조의 motor /generator 를 사용하였다.
3-3-7 은 휠과 조립 된

그림

Halbach 배열영구자석들과 그 자석의 자기장 방향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 자석들 내부에는 매우 균일한 2 극 자계가 형성되어 있다. 기존 많
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 권선형이나 일반 자석형에 비해 높은 자기장을 얻을 수 있
고, 큰 공극을 얻을 수 있으므로 운전시 안전하고, ac loss 가 작아 유리 할 것으로
예상된다. Stator 는 축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권선하여 회전 torque 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3-3-8].

(5) 운전 특성

제작된 플라이휠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 시험을 수행하였다. 운전 중 빠
르게 회전하는 휠이 이탈되는 경우 매우 위험하므로 그림 3-3-8 과 같이 장치 둘레
에 모래 포대를 쌓은 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회전하는 휠의 상태를 감시하여 미리
이탈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지 못해, 회전수를 계속 증가시킬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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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므로 플라이휠이 갖는 최대 저장 에너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운전 시험은 여
러 번의 실험을 통해 조금씩 회전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수행하였다.
운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장치 밑에 있는 bellows 의 높이를 조정해 초전도체 냉
각 용기 약 8-10 mm 위에 휠을 위치시킨다. 이 후 진공용기를 닫고 내부를 진공으
로 만든 후, 냉각 용기에 4-5 psig 압력으로 액체 질소를 공급한다. 약 40 분 정도
면 초전도체가 충분히 냉각되며, 이때 벨로우즈를 완전히 내려 휠이 field cooling
상태로공중의 안정한 높이에 위치시키도록 한다. 이 후 rotating system을 가동 시
켜 휠을 회전시킨다.
현재까지 얻은 최대 속도는 약 10,000 rpm 정도이며, 이는 초기에 설계된 속도
20,000 rpm 의 1/2 정도이다. 10,000rpm 의 경우 초전도 플라이휠이 갖는 저장 에
너지는 약 16 Wh 정도였다. 이 속도에서 휠의 회전은 매우 안정하였으며, 전체 시
스템과 휠은 기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장치 외부에서는 거의 아무런 진동을
감지할 수 없었다. 20,000 rpm 까지의 운전은 휠의 이탈을 방지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계통이 준비된 후 수행될 예정이다.
그림 3-3-9 는 플라이휠을 약 9,300 rpm

까지 상승시킨 후 외부 부하 없이

free decay 시킨 그림이다. 그림에서 9,300-7,000 rpm 사이의 에너지 손실은 약 45
W 정도로 계산되었다. 이 값은 기계적인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측정된 값으로는
매우 큰 값으로 생각되며, 이는 부상용 자석 자기장의 큰 불 균질도에 의한 ac loss
의 결과로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pivot bearing을 보조로 사용하는 100 Wh 급 초
전도 플라이휠을 17,000 rpm에서 운전 한 결과 초전도체에서는 약 0.6 W, 그리고
Iron core 및 pivot bearing에서 64 W 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초전도 bearing 이 아닌 기계적
마찰에 의한 에너지 loss 비율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작한 무접촉 장치의 경우 휠의 부상용 자석의 큰 불 균질도가 에너지 손실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예상 할 수 있다[3-3-9][3-3-10].
운전형태는 초기에 회전 상태가 약간 불안한 후 곧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설계 시 공진에 의한 위험 속도 계산을 통해 예상되었다.
회전 속도를 감소 시키며 반경방향의 변위를 측정한 결과 거의 안정한 상태에서 약
370 rpm에 이르렀을 때 반경 방향으로 약 0.7 mm 정도의 변위가 측정되었다. 이
정도의 변위는 휠의 rotor 와 stator 간의 공극에서 충분히 흡수 할 수 있다.

(6) 플라이 휠 구동 장치 제작 및 특성

그림 3-3-10 과 같은 전력시스템을 구성하여 휠을 회전시켰으며, 직류전력, 인버
터 출력 순시전력, 휠 속도를 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레졸버 혹은 엔코더의 사용

이 난해하기 때문에 각 상에 대해서 180도 간격으로 신호를 얻을 수 있도록 반사판
을 휠에 설치하고 비접촉식인 광센서를 이용하여 위치 및 속도를 구하였으며, 이렇
게 얻은 신호는 Sign. conv.를 거쳐 위의 그림과 같이 변형되며 여기에 V_ref를 곱
하여 인버터 출력전압의 기준 값으로 비교기에 입력된다.
Carrier wave는 15kHz의 삼각파를 사용하였다. 본 시스템에서는 모터의 누설
인덕턴스가 매우 작은 점을 고려하여 스파이크 성 전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높
은 주파수로 기동하였다.

MC1과 MC2는 연동하며 저장모드에서는 MC1이 투입되

어 직류원으로 부터 인버터와 모터를 통해 휠에 전력이 저장되며 회생모드에서는
MC2가 투입되어 휠이 가지는 기계적인 운동에너지는 모터와 인버터를 통해 3상 전
파되어 저항부하에 인가된다. 직류전압전류는 전력 공급기에 부착된 디지털 전압계
와 아날로그 전류계를 통해 측정하였다. V_ref는 가급적 직류전압전류 92V/4A가
일정하게 되도록 손으로 돌리면서 가속실험을 수행하였다. 부하는 25Ohm/500W급
의 저항부하2개를 병렬로 구성하였다. 최대 순시평균전력은 540W로 나타났으며
9,300 rpm에서는 약 62W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7) 결 론

에너지 저장용 초전도 플라이휠의 응용을 위해 이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조사하고
자 65 Wh 급의

플라이휠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운전 시험을 통해 약 10,000 rpm

의 회전수를 안정적으로 얻었으며, 이때의 저장 에너지는 약 16 Wh 정도였다.
구동시스템과 휠 사이의 기계적인 마찰손실을 Halbach 계자를 사용하여 완전히 배
제시켰으나, 휠 부상용 자석의 자기장 균질도가 좋지 않아 ac loss 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휠을 9,300 rpm에서 7,000 rpm 으로 자유 감소시키
면서 측정된 결과로부터 계산된 system 의 에너지 손실은 약 45 W 정도였다. 휠의
고속 회전에 의한 이탈을 방지 또는 감시하는 계통이 확보되면 20,000 rpm 회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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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수행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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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ERI 의 주요한 연구개발 개요
No.

기 종

기 기

부 품
주축, casing,

해수펌프

impeller
수중축수

1

펌프

stainless鍛鋼,

mechanical seal

펌프

鑄鋼

(SUS316, SCS14)
페놀계수지
니트릴계고무

초경합금(회전)
알루미나(고정)
알루미나(회전)

B/P

, 二相stainless강)
Al2O3, SiC 및
Si3N4 세라믹스 등
단섬유 FRM, C/C 복합체,

B

고분자계 복합재, SiC 장섬
유 복합재

P

SiC 및 Si3N4 세라믹스

B

세라믹스 코팅(ZrO2, Al2O3)

CRD 펌프

축접동부

B

세라믹스 코팅, Ni基 합금

12Cr강

packing, gasket graphite
O-ring

FMCRD

석면, EP 고무
스테라이트 #3
低Co-Ni基 합금

B/P

B

旣設 CRD

seal 부재

소결carbon

B

CRDM

coil, assembly

H종실리콘수지

P

전기

전기penetration

penetration

의 절연체

cable

cable

구동장치

염화비닐, 고무,

전 기
전자부품
중성자검출
기
로내 센서

반도체
기밀seal 부재
검출기안내관(
외측)

가교폴리에틸렌 등

개량 EP 고무
라믹스,

세라믹스

코팅

(CrN), Ni基 합금

석면

에폭시수지

FRTP, C/C 복합체
SiC, Cr3C2, Al2O3, ZrO2 세

B

grand packing

제어봉

계장품

개량형stainless강(含Mo高N

casing, impeller stainless鑄鋼,SCS14

가이드 롤러

3

B/P

RW계 펌프

펌프 전반

2

적용 소재

로형

소결카본(고정)

원자로냉각
계

현 용 재

무석면재(아라미드섬유,
창흑연 등)
Al2O3, SiC 등
내열복합도체(Ni/Nb/Cu)
SiO2, Al2O3 세라믹스

B/P Al2O3, glass
B/P

폴리올레핀,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glass

P

glass+고분자재료

Si

B

내환경성강화반도체

Si

P

SiC, SOS, SOI 등

알루미나

B

MgAl2O4, Si3N4

SUS316, 304

P

세라믹스코팅 (CrN)

B

세라믹스(사파이어 등)

seal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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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

Table 1 계속
No.

4

기

기 기

종

배

해수배관

부 품

관, 이음매 등

관
RW계 배관

관, 이음매 등
erosion shield

5

터
빈

8

k
로

타르에폭시계,
실리콘계 도료
SUS316L
스테라이트 #6

P

복합배관, Cu-Ni clad,
FRP-FW
유기계 방오염제 함유수지

B/P 세라믹스코팅
P

개량형티탄합금(티탄β합금)

B

高Mn철基합금

Cr-Ni, 12Cr,17Cr강

P

개량티탄합금(Nearβ합금)

B/P 티탄기장섬유FRM

12Cr강

B

12Cr강 개량재

터빈

축수

탄소강(무피복)

P

MoS 2등의 고체윤활제

복수정화장치

여과장치

중공사막(中空絲膜)

폐기물처리장치

탈염장치

이온교환수지

B

개량 중공사막(中空絲膜)

가열증발기

Stainless, Inconel

B

고기능 고분자 분리막

이온교환수지

P

고온수정화용무기이온필터

장치 원자로냉각재

소각

B/P

동익재(動翼材)

정화 RW농축폐액장치

Tan

탄소강(라이닝)

적용 소재

B/P Ni3(Al,Ti)/Ni복합코팅
blade

정화장치

7

로형

저압 터빈

급수펌프구동용

6

현 용 재

이온교환체

고분자이온교환수지

B/P 제올라이트계 이온교환체

수정화장치

필터

B

세라믹필터(SiC)

RW농축폐액tank

방식라이닝

라이닝(비닐에스테르)

B

라이닝(불소수지)

補機냉각계tank

방식도장

에폭시수지 도료

B/P 고기능에폭시수지 도료

소각로

내벽라이닝

내화벽돌

B/P

세라믹스코팅(Al2O3,ZrO2
등)
비정질합금, Ni基표면경화재,
고Mn철기합금의 표면경화재,

seat

스테라이트 #6

B/P 세 라 믹 스 코 팅 (크롬산함침소
성, CrN, SiC/TiC, DLC) 용

밸브 전반

사기술, laser clad 기술
9 밸브
grand packing

석면, graphite

P

C/C 복합체

석면, 파라핀외

P

석면+페닐실리콘유

고 무 다 이 아 프 램 다이아프램

EP 고무

밸브

시트

(나일론보강섬유주입)

밸브봉

밸브봉

SUS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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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개질 EPDM
(아라미드섬유보강)

B/P Ni基 합금

Table 1. 계속
No.

기
종

기 기

부 품
체결부재

10

Inconel X-750 등
SUS304,

상부노심판

스테라이트 #6

radial support

스테라이트 #6

로형

P

P

P

로내 로내구조물
제어봉 sheath,

기기

적용 소재
결정제어합금,
분산강화합금
Co용출제어표면처리기술
세라믹스코팅
(크롬산함침소성)

B

低Co(≤0.05%)stainless강

스테라이트

P

고크롬 Ni基 합금코팅

stainless강

B

지지격자

인코넬-718

P

전열관

인코넬, SUS316L

전열관

SUS304

압력 stud, bolt

stud, bolt

고장력강

용기 격납용기

격납용기

SGU480

radial key,
위치결정pin
제어봉poison관,
cap screw 등
연료집합체
증기발생기,RW

12

SUS316,

노심지지판,

제어봉 안내관

11

현 용 재

전열
기기

농축기
급수가열기

SUS316L(Co≤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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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enite계 stainless
단결정강
개량Zr합금

B/P 세라믹스코팅
B

개량 ferrite stainless강

B/P 무전해Ni-P도금
P

개량형 SGU480

Table 2. 지금까지 개발된 실기적용을 기대할 수 있는 신소재
No.

대상기기
부품
펌프

1

연구테마

목 적

현용재

-含Mo高N

해수펌프용 개

casing

량형 stainless

개발재

내식성향상

impeller 강의 개발

SUS304
SUS316

stainless강
-二相stain
less 강

펌프
축수

해수펌프축수용

향상, 윤활

세라믹스의개발

수계의

삭

합성고무

-SiC
-Si3N4

제

3

packing gasket용 FRPgasket

장수명

FRTP

FRTP

FRTP 개발

4

펌프packing,
합체 개발

압축복원성

펌프
packing

耐seal성,

graphite

C/C 복합체

장치

펌프packing,

장수명,

gasket재료의

내seal성,

개발

내방사선성

제어봉
7

구동장치
packing

8

전기계장품
penetration

동시

주수가

불필요,

○

○

○

○

○

○

○

축수의 수명 대폭개선,

특성,고온접동특성이

특성,

압축복원

고온고압하에서

의 내seal특성, 내열충

개질EPDM 우수. 운전기간 연장으
로 보수성 향상

Co기 합금 CrC

개량

에 의한 내충격성, 내

○

열충격성
현용재보다

용 packing 개발

○

성이 우수하며 펌프기

현용재보다 수명 1.5배
EP고무

라믹스 개발

제어봉구동장치

○

우수

基材,소결조건의

가이 가이드롤러용 세 Co-free화

드롤러

강도가 높고 내식성도

격특성이 우수, 무석면

제 어 봉 구 동 제어봉구동장치
6

○

현용재보다 기계적

현용재보다
석면,

장수명
5

로

우수

packing gasket용 C/C 복 ,
gasket

로

현용재에 비해 물리

무석면,
펌프

신설 기존

개발효과

펌프의 보수작업 감소

펌프packing,

펌프

적용대상로

현용재에 비해 내마모

내마모성
2

현용재와의 비교와

무석면

석면

접동특성

아라미드

은 약간 나쁘지만 seal

섬유

성능은 아주 우수,

○

무석면
전기penetration
seal부재용
절연체 개발

장수명,
내열성향상

에폭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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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바륨계
glass

현용재보다

내열성우

수 장수명화와 신뢰성
향상

○

○

Table 2. 계속
적용대상
No.

9

10

11

대상 기기
부품

전기계장품
cable

전기계장품
penetration

전기계장품
cable

연구테마

목 적

난

연재료의 개발
PWR전기penet
ration seal부재
용 절연체개발
PWR케이블피
복용

개발재

非할로겐,

cable 피복용
비할로겐계

현용재

비할로겐

계난연재료개발

難燃化,

고무,

내방사선성 염화비닐

폴 리올레 성을 가짐. 발연성,금속
핀

12

動翼

빈용

증기터
고내식성

로
신설 기존
로

로

부식성 및 생성가스의

○

○

유독성이 현저히 개선

향상
장수명,
내열성향상

에폭시수지

소 다바륨 현용재보다 내열성우수
계 glass 장수명화,신뢰성향상

비할로겐,

현용재와 동등한 난연

난연화,

성을 가짐. 발연성,금속

고무,

내방사선성 염화비닐

EP고무

부식성 및 생성가스의

○

○

○

○

○

○

○

○

○

○

○

○

○

유독성이 현저히 개선
현용재보다 기계적강도

원자로급수펌프
구동용

개발효과
현용재와 동등한 난연

향상
터 빈

현용재와의 비교와

신뢰성향상 12Cr강

12Cr강

가 높고 고온수중에서

개량재

의 내식성우수. 터빈의
신뢰성 향상

動翼재의 개발

바다생물부착성이 종래
배관
13

해수배관용(FR 내해수부식, 폴리에틸렌,

의 배관보다 우수.

해수배관

P-FW)관재의

내海生생물 타르에폭시 FRP/FW 부식문제가 해결되었지

이음매

개발

부착성향상 라이닝

만 형상구경에 제한이
있슴

14

로내구조물
제어봉sheath

Tank
15

RW계농축폐액
tank

16

압력용기
stud bolt

로내구조물용
저코발트stainle
ss강의 개발
방사성폐기물처
리계농축폐액ta
nk용

방식라이

닝재 개발

Co함유량
저감

내식성,
내박리성,
장수명

압력용기stud
bolt용

표면처 내식성

리기술 개발

SUS316

SUS316

현용재보다 코발트함유

(저Co)

량이 적음

stainless강 폴리비닐
수지라이닝 fluoride

인산망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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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해
Ni-P 도
금

현용재보다 내식성 및
내구성이 2배이상우수
tank보수작업 저감

현용재보다 내식성, 내
마모성 우수

Table 3. 세라믹스계 개발대상 재료, 적용대상 기기·부품 일람표
a) 단체 세라믹스, 전기절연 재료, C/C 복합체
개발대상재료

적용기기, 부품
원자로냉각계 펌프

SiC

제어봉구동장치
guide roller
원자로냉각계 펌프
mechanical seal

제조공정
소결

주요요구성능
내접촉손상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소결

고온수중안정성

장 점
장수명, 신뢰성
장수명, 저피폭

내접촉손상성(내마모 장수명,

소결

성,내열충격성)

신뢰성 향상

Si3N4
제어봉구동장치
guide roller

내마모성, 내충격성

소결

고온수중안정성

Al2O3

제어봉구동장치

상압소결

내마모성, 내충격성

Cr3C2

guide roller

HIPing

고온수중안정성

Cr2O3

제어봉구동장치
guide roller

내마모성, 내충격성

소결

고온수중안정성

축수재료
SiC, Si3N4

해수펌프 축수

내마모, 내충격

소결

내열, 내식

Al2O3
접동부재료
Al2O3, SiC 등
Al2O3
전
기
절

glass(soda
barium 계)

연

MgAl2O4

재

Si3N4

료

세라믹스
피복도선,
충진 coil

제어봉 구동장치
seal

고온수중안정성

장수명, 저피폭

장수명, 저피폭
장수명,

무윤활유

시동 (운전특성 향
상, 구조간소)
장수명, 저피폭

소결체와

seal 성

금속의 접합

전기절연성

분말충진

seal 성

용융고화

전기절연성

중성자 검출기

소결체와

내방사선성, seal성

기공 seal

금속의 접합

전기절연성

제어봉구동장치

세라믹스피복

내열성

무냉각(효율향상)

coil assembly

세라믹스충진

내전압성

점검합리화

원자로냉각계

탄소섬유와

내마모성, 내충격성

장수명

탄소의 복합

저기공율화

저피폭

전기관통부 seal

전기관통부 seal

pump mechanical seal
C/C 복합체

내마모성, 내충격성

소결

장수명, 저피폭

pump packing,
gasket
valve packing,gasket

C/C

복합체를

packing
재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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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가수성, 복원성
내열성, 내방사성

장기 신뢰성

장기신뢰성

장수명

장수명

(b) ceramic coating
개발대상재료
플 용
라 사
즈 재
마 료
저

Al2O3
Cr2O3, TiC
TiN 등

RW 계
배관

Al2O3 계

RW 계 소각로

ZrO2 계

내벽 lining

Ni/Ni3(Ti,Al)

압 용

적용기기, 부품

저압 turbine plate

복합코팅

errosion 실트

Al2O3

RW 계 배관

제조공정
Plasma 용사

Plasma 용사
감압 plasma 용사

주요요구성능
내식성
시공성

장 점
장수명

내열성, 내식성

장수명

내마노성, 내방사성

저피폭

내침식성, 시공성

장수명

모재와의 접합성

저피복

내식성, 내충격성

장수명

시공성

저피폭

플 사
라 재
즈 료

저압 plasma 용사

마
Laser 조사재료
Cr2O3
니장도포, 함침

RW 계 배관
로내구조물

소성재료
Cr2O3
ZrO2-Y2O3-Cr2O3
PVD coating 재
TiN

Cr 피복레이저
조사 세라믹스화

내마모성, 내식성

장수명

내응력부식성

저피폭

내마모성, 내식성

장수명

내응력부식성

저피폭

PVD (arc-plasma,

내마모성

장수명

ion-plating)

고온수중안정성

저피폭

H2CrO4 함침

CrN
CrN/Cr
Cr2O3

로내중성자
검출기용 안내관

Cr3C2
RW 계
CVD coating 재

농축기 전열관

PVD (arc-plasma,
ion-plating)
plasma 용사

valve sheet

증기발생기
전열관

내응력부식

장수명

고온수중안정성

저피폭

내충격성, 내방사성

내응력부식
긴관제조기술

CVD (플라즈마)

TiN
Si3N4 등

내마모성

내식성, 내충격성
CVD (플라즈마)

Al2O3
TiC

저피폭

H2CrO4 함침소성

소성
valve sheet

장수명

니장도료
니장도료

valve sheet

내식성

장수명

고온수중안정성

저피폭

내응력부식
내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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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피폭

내마모성

고온수중안정성
CVD (플라즈마)

장수명

신뢰성향
상

c) Ion 흡착재, Filter 재, 반도체소자
개발대상재료
이

적용기기, 부품

고온수정화용

개질 zeolite 화

이온교환체 및
온

Titania 계

주요요구성능

장 점

원료불용해처리

Zeolite 계
이온교환체

제조공정

흡착재

흡착재

친수산화 Ti

고온수중안정성
이온교환성

고온수처리기술
저피폭
고열효율

소성, 조립화

흡
내열성
착

무기이온

고온수정화용

흡착재

무기이온필터

재

가는 SUS 관

이온교환성

고온수처리기술

filter 에 PVD

고온수중안정성

저피폭

coating

내열충격성

고열효율

내습성
Filter
(Al2O3, SiC)

반

MOS 형성

도

수처리용

내환경성강화
반도체

세라믹스막질

고온수중안정성

필터

입자현탁물포집성
내방사선성

반도체 제조

내열성
내습성

고온수처리기술
저피폭
고열효율
고설비운전
관리기술

체
소

SOS (silicon

자

on sapphire)
Diamond

내환경성강화
반도체

반도체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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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열성

고설비운전

내방사선성

관리기술

Table 4. 제 1기 원자력 기반 cross over 연구과제와 주요 성과
기술영역

원자력용 재료

원자력용
인공지능

원자력용
신laser

방사선 위험성 평가·저감화

원자력극한환경재 원자력용 인공지 원자력용 신laser
료와 개발에 관한 능을 구비한 원자 의 연구개발(자유
연구과제 연구
력시설 system 평 전자 laser)
가연구

방사선을 사용한
염색체 이상의 고
속자동해석 syste
m의 개발연구

방사선 핵종의 환
경 중 이행에 관
한 국지규모 종합
적 model의 개발

-금속재료기술연구소
-무기재질연구소
-물질공학공업기술
연구소
참가기관
-일본원자력연구소
-동력로․핵연료
개발사업단

-전자기술종합연구소
-선박기술연구소
-일본원자력연구소
-이화학 연구소
-동력로․핵연료
개발사업단

-전자기술종합연구소
-일본원자력연구소
-이화학 연구소
-동력로․핵연료
개발사업단

-방사선의학 종합
연구소
-국립예방위생 연구소
-국립위생시험소
-국립국제의료 center
-이화학 연구소

-방사선의학 종합
연구소
-기상연구소
-일본원자력연구소
-이화학 연구소
-동력로․핵연료
개발사업단

plasma,gadolinum
등의 극한환경에
서의 재료거동의
해석방법을 확립.
신재료 창제의 기
주요성과
반기술을 마련하
였다.

plant의 운전,보수
및 man-machine
인터페이스에대해
자율형 system의
개념을 명확하게
세우고 이 개념에
적합한 prototype
system과 로봇기
술을 개발했다.

국내최초로 궤도
방사 ring에 의한
laser발진에 성공
하였고 초전도형
가속기, 단파장용
mirror등의 신기
술을 확립하였다.

배양조건,분리촉진 평성3년도에 개시
제,염색체표본작성 하고 평성7년도에
법,염색체화상해석 완료할 예정
system 및 이의
자동화 기술을 개
발

- 171 -

Table 5. 제 2 기 원자력 기반 cross over 연구 교류 시스템의 구성과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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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cent HTS Highlights
Progress in Wire Technology
YBCO wire
- 1.2 micron thick YBCO on Ni substrate with textured YSZ buffer layer yields
1,200,000 A/cm2 at 75 K and 0 T and 200,000 A/cm2 at 75 K and 1 T
(LANL)
BSCCO wire
2

- rolled, multifilamentary Bi-2223 wire yields 44,000 A/cm

at 77 K and 0 T

(ASC/WDG)
2

- short, pressed Bi-2223 wire yields 74,000 A/cm at 77 K and 0 T (ANL)
TBCCO wire
- electrodeposited wire made from Tl-1223 on Ag foil yields Jc of 68,000 A/cm2
at 77 K and 0 T (NREL)
- spray pyrolyzed Tl-1223 on ceramic yields Jc of 325,000 A/cm2 at 77 K and 0
T (GE/ORNL)

Progress in Systems Technology
Long-length wire
- 1180 meters, Bi-2223/Ag powder-in-tube wire manufactured by ASC with Jc =
12,500 A/cm2 (WDG)
- 1260 meters, Bi-2223/Ag powder-in-tube wire manufactured by ASC with Jc =
12,000 A/cm2 (ANL)
Coils
- ASC: Bi-2223 coils
at 4.2 K, B = 3.3 T / at 30 K, B = 2.6 T / at 77 K, B = 0.6 T
- IGC: Bi-2223 coils
at 4.2 K, B = 3.2 T / at 27 K, B = 2.2 T / at 77 K, B = 0.38 T
- Oxford: Bi-2212 coils
at 4.2 K, B = 1.1 T / at 15 K, B = 1.0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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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ransport Current Properties of Short and Long Mono- and Multifilament Ag-Clad BSCCO Conductors
Conductor

Length (m)

Ic (A)

Short Pressed

0.03

Short Rolled

Core Jc

Overall Jc

2

2

Fill factor

(A/cm )

(A/cm )

(%)

51

45,000

9,000

20

0.03

51

29,000

7,800

27

Long Length

70

23

15,000

3,500

24

Long Length

114

20

12,000

3,200

27

Long Length

20

42

21,000

6,800

32

Long Length

90

35

17,500

5,600

32

Long Length

850

16

10,500

2,500

24

Long Length

1260

18

12,000

3,500

30

Monofilament

Multifilament

Table 8. Properties of Electrophoretically Produced Bi-2223 Tapes at 77 K (Data
from General Atomics)
As-coated shape

*

Length (m) Ic (A)

Core Jc
2

Fill factor Overall Jc
2

(A/cm )

(%)

(A/cm )

Short round single layer

9.4

9,700

35

3,400

Short round single layer

7.8

8,000

43

3,500

Long round single layer

610

6.8

*

22,000

*

16

3,400

Short round double layer

70

8.6

23,000

16

3,700

**

13

14,000

25

Long round double layer

115

2.6

Short flat single layer

114

9

measured in short lengths,

**

**

8,100

measured end to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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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

3,500

Table 9. Present State of the Art for HTS Power Transmission Cables

개발국

회사

이태리&미국

Pirelli&ASC,EPRI

일본

TEPCO&Sumitomo

미국

유럽

BSCCO 송전선 제원
길이 50 m, dc 3000 A
at 77 K
길이 50 m, dc 2900 A
at 77 K

South wire,

길이 1 m, ac 2000 A

ORNL&IGC

at 77 K

BICC cable, CEAT 길이 1 m, dc 11,000 A
CAVI, IGC

at 2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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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연도
1996

1996

1996

1995

Table 2-4-1. Cross-sections of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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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2. EDS results of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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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ING
• density
• diameter
• length

SHEATH
• strength
• chemical compatibility
• processability
• conductivity

POWDER
• surface area
• size distribution
• impurities, additives
• stoichiometry

o q
{

FORMING
• % area reduction
• method of cold work
• speed of operation
• lubricant

POST PROCESSING
• tape strain state
• current transfer length
• sample damage
• Ic criterion

SINTERING
• temperature
• heat/cool rates
• atmosphere
• pressure
• time

Fig. 2. Complexity surrounding Jc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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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1. Weight change of RBSCs after corrosion test in pure water at 360 for 7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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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2. XRD results of RBSC before (A) and after (B) corrosion test in pure water
at 360 for 7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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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ig. 1-1-3. Cross-sectional ((A), (C)) and surface ((B), (D)) microstructures of RBSC (48 vol% SiC
filler) after corrosion test in pure water at 360 ((A), (B)) and in 35 ppm LiOH solution at 360 ((C),
(D)) for 7 days. Surface microstructure of RBSC before corrosion test is also include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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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4. Weight loss of RBSCs after corrosion test in 35 ppm LiOH solution at 360 for 7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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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5. Weight loss of sintered and CVD SiC after corrosion test at 360¶C in pur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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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6. Microstructures of as-received (a) and corroded sintered SiC specimens after corrosion
at 360 for 1 (b), 5 (c), and 7 (d) days in pure water.

Fig. 1-1-7. Microstructures of as-received (a) and corroded CVD SiC specimens after corrosion
at 360 for 3 (b), 7 (c), and 10 (d) days in pur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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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8. Weight change of Si3N4 specimens after corrosion test in pure water (A)
and in 70 ppm LiOH solution (B) at 360 for 7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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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9. Weight loss as a function of corrosion time at 300¶C pure water
and LiOH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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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10. Variation of 4-pt flexural strength as a function of corrosion time
at 300¶C pure water and LiOH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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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11. SEM microstructures of Si3N4 ceramics before corrosion test (a) and after
corrosion at 300¶C for 12 h in pure water ((b), (c)) and LiOH solution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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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XRD patterns of as-synthesized powders with various
fuel type and compositions

Fig. 2-1-2. SEM and TEM micrographs of the as-synthesized Li2TiO3
powder with glycine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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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DSC curve of the glycine in air condition with heating rate of 10oC/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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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DSC curve of the glycine-fueled LiNO3-TiO(NO3)2 precursor
in air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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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5.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and Thermogravimetric
Analysis patterns for the as-synthesized Li2TiO3 powder (with glycine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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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6. XRD patterns for Li2TiO3 combusted under three glycine/nitrate ratio.
(Stoichiometric and rich burn produced crystalline LT only and Fuel-lean produce
mainly TiO2 (open circle: anatase) and LT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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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7. XRD patterns of the Li2TiO3 powder prepared by solid-state
reaction; (a) after oven-drying, (b) after calcination at 550oC for 3h (c) at
700oC for 3h, and (d) at 1000oC for 3h

OP

OP

OP

OP

OP

Fig. 2-1-8. Microstructure of the Li2TiO3 compact made by solid state reaction (a)
sintered at 700oC for 3h, and (b) 1000oC for 3h. And the Li2TiO3 compact
synthesized by combustion reaction (c) sintered at 550oC for 3h, (d) 700oC and (e)
1000oC for 3h,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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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9. Surface morphology of the Li2TiO3 prepared by combustion
reaction (a) after sintered at 550oC for 3h, and (b) 700oC for 3h,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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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0. Effects of powder preparation method and sintering temperature
on the relative density of sintered Li2TiO3 compacts.

RELATIVE INTENSITY

: Cu
: CuO
: Cu2O

C

B

A

20

30

40

50

60

70

80

2 THETA

Fig. 2-1-11. XRD patterns of as-synthesized ODC powders with various fuels ;
(A) urea, (B) 1 urea + 1 glycine and (C) 2 urea + 1 glycine.

Fig. 2-1-12. TEM micrographs of Al2O3-CuO powder prepared
by the combustion process and ED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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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3. XRD patterns of Al2O3 dispersed
Cu powder ; (A) before reduction and
(B) after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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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4. Surface flaws of Al2O3 dispersed
Cu alloy extruded at (A) 550oC, (B) 700oC and (C) 75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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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5.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 (A) of the extruded Al2O3 -Cu using
the combustion synthesized powder, the magnified micrograph (B) of the white
Particle, and EDS results ; (C) mark “C” particle in Fig. (A) and (D) mark “D”
Grain in Fi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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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6. Tensile strength of pure copper and ODS Cu

Fig. 2-1-17. Electrical conductivity of pure copper and Al2O3-dispersed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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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9. XRD patterns of as-synthesized powders made by
ultrasonic mist combustion/pyrolys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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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0. Microstructure of the Li2TiO3 powders made by ultrasonic mist
combustion/pyrolysis process (A) ultrasonic mist combustion process (with fuel)
and (B) ultrasonic mist pyrolysis process (without fuel), respectively.

Fig. 2-1-21. Thermogravimetric analysis patterns of the Li2TiO3 powders
made by ultrasonic mist combustion/pyrolysis process

Fig. 2-1-22. Fracture morphology of the Li2TiO3 pellets sintered at 1000oC for 2h
(A) ultrasonic mist combustion process (with fuel) and (B) ultrasonic mist
pyrolysis process (without fue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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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3. XRD patterns of Al2O3 dispersed Cu powder
made by ultrasonic mist combustion process with various
reduction temperature

Fig. 2-1-24.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 and EDS results of the Al2O3 Cu powder after reduc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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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6. Electrical conductivity of pure copper and Al2O3-dispersed Cu

Fig. 2-1-27. XRD patterns of Cu-Ni alloy powders made by
ultrasonic mist combustion process

Fig. 2-1-28. SEM and TEM micrographs of the Cu-Ni alloy powders
made by ultrasonic mist combus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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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9.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synthesized powders by the metal salt
reduction process; (A) Ni, (B) 0.1% Cr2O3-Ni, (C) 0.3% Cr2O3 -Ni,
and (D) 0.5% Cr2O3 -Ni powder,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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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1.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 (A) fo the 0.3% Cr2O3 dispersed
nickel and EDS results; (B) the nickel grain of (A), and (C) the Cr2O3 particle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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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1. Experimental condition for large area CVD.

Source : Methyltrichlorosilane (MTS)
Diluent & carrier gas : H2
Deposition temperature : 1200¶~1350¶C, 1 h
Chamber pressure : 25~50 torr
MTS flow rate : 0.5 slm
Total flow rate : 3.0 slm
H2/MTS ratio : 5
Substrate rotation speed : 2~10 rpm
Temperature uniformity : < 2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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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7. Deposition rate as a function of deposition temperature for a graphite
substrate with a diameter of 1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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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8. Different reaction regimes in a CV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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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9. XRD patterns of SiC layer deposited at various temperatures.

100
90

Atom ic percent (% )

80
70
60

Si

50

C

40
30
20
10
0

O
0

50

100

150

200

Etch time (sec)

Fig. 2-2-10. AES result of deposited SiC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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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3. Thickness distribution of SiC layer deposited at (A) 1300¶C and (B) 13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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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4. Thickness distribution of SiC layer when the position of gas inlet nozzle is
off-axis from the center of the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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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5. Surface and cross-sectional microstructures of the center region of SiC layer
when the position of gas inlet nozzle is off-axis from the center of the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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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6. Expected gas flow patterns when the position of gas inlet nozzle is off-axis (A)
or on-axis (B) from the center of the graphite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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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7. Thickness distribution of SiC layer when the position of gas inlet
nozzle is on-axis from the center of the substrate. Deposited at 1350 for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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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8. Thickness distribution of SiC layer when the position of gas inlet
nozzle is on-axis from the center of the substrate. Deposited at 1300 for 1 h.

Fig. 2-2-19. Macroscopic view of SiC-deposited graphite with a
diameter of 2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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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0. Thickness distribution of SiC layer deposited on 25 cm
graphite substrate at 1300 for 4 h.

Fig. 2-2-21. Cross-sectional microstructures of rim (A) and center (B) region
of SiC layer deposited on 25 cm graphite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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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2. Calculated relation between deposition temperature and yield of PyC and 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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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3. Calculated relation between the input gas ratio and C/(C+SiC) at 1300, 10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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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4. Polished cross-sectional morphology of C/SiC compositionally graded
layers (back scattered electro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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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6. XRD patterns of the C/SiC layers by changing the input ga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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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8. X-ray mapping of Si for C/SiC compositionally graded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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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30. Hardness of CVD SiC with different microstructure measured by nanoind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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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31. Hardness as a function of indentation load in microhardness test of
SiC/graphite at coating thickness of 70 µm and 50 µm, respectively.

Fig. 2-2-32. Surface views of microhardness contact damage in SiC/graphite structure with
coating thickness, d = 50 µm: at indentation load (a) P = 2 N showing radial cracks and
(b) P = 3 N showing ring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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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34. Micrographs of surface damage in SiC/graphite with different coating
thickness; (a) d = 70 µm and (b) d = 50 µm after Hertzian indentation at load P = 50 N
with WC ball r = 3.1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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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 Schematics of crack propagation and stress-strain behavior in CFCCs.

Fig. 2-3-2. Schematic diagram of the ceramic fiber/matrix interface in CFCCs.
(a) typical result with uncontrolled interface and (b) that with the ideal interfa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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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3. Reactant and product gas concentrations as a function of axial position down
a cylindrical pore: (˂) concentration under diffusion rate limiting conditions; (…)
concentration under chemical kinetic rate limiting conditions.

Fig. 2-3-4. Geometrical features of the straight cylindrical model pore.

Fig. 2-3-5. Calculated thickness profiles of SiC based ceramics in the CH3SiCl3-H2 system for
various temperature, (b) total pressure, (c) aspect ratios L/Ȱo with constant diameter Ȱo,
and (d) diameters with constant L/Ȱo.

Fig. 2-3-6. The five classes of CVI techniques.

Fig. 2-3-7. CVD diagram at 1atm (a) SiH4/CH4/H2, (b) SiCl4/CCl4/H2, (c) CH3SiCl3/H2, (d) (CH3)2SiCl2/H2

Fig. 2-3-8. Schematics of the silicon carbide whisker growth mechanisms.
(a) vapor-solid growth mechanism, (b) two stage growth mechanism,
(c) vapor-liquid-solid growth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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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0. Schematic diagram of reactor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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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1. Flow diagram of SiC/SiC composite 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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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2. SEM photography of C/SiC composites fabricated with infiltration temperature
using H2 dilute gas ; (a) 1100, (b) 1200, (c)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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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3. SEM photography of C/SiC composites fabricated with infiltration
temperature using N2 dilute gas ; (a) 1100, (b) 1200, (c)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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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4. SEM photography of C/SiC composites fabricated at 1100 ;
(a) H2(2hr)-N2(6hr) (b) H2(2hr)-N2(2hr)-H2(2hr)-N2(2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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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5. SEM images of SiCf/SiC composites with reaction temperature and input ga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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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8. SEM images of SiC / SiC composites which were prepared using 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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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9. SEM images of SiC / SiC composites which were prepared using hydrogen
dilute gas at 1150  , Ȼ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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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20. SEM images of SiC/SiC composites which were prepared by (A)
two-step process and (B) four-step process.

Fig. 2-3-21. Microstructures of SiCf/SiC composites prepared by (a) 5h + 24h
matrix filling and (b) 5 h whiskering +24 h matrix filling.

2.5

3

Density (g/cm )

2.0

1.5

1.0

0.5

0.0
950

1000

1050
o

Temp. ( C)
2.5

Density (g/cm3)

2.0

1.5

1.0

0.5

0.0

100 torr

50 torr

whisker- filling

Pressure(torr)

Fig. 2-3-22. Bulk density of SiCf/SiC composites after the SiC matrix f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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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23. Comparison of three-point flexure curves of SiCf/SiC with va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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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24. Flexural strength of SiCf/SiC composites after the SiC matrix filling
as a function of (a) reaction temperature and (b) reaction pressure.

Fig. 2-3-25. Tubular SiCf/SiC composite and supporter for the preparation
of it.

Fig.2-3-26. Microstructures of SiCf/SiC composites infiltrated (a) without
the whisker growing at 1000oC for 5 h and with the whisker growing for (b)
2 h, (c) 4 h and (d) 6 h at 1100oC.

Fig. 2-3-27. Cross section of SiCf/SiC composites infiltrated (a)without the whisker
growing at 1000oC for 5 h and (b)with the whisker growing at 1100oC for 4 h.

Fig. 2-3-28. Microstructures of SiCf/SiC composites prepared by (a) 5 h + 5 h
matrix filling and (b) 6 h whiskering + 5 h matrix filling. (c) and (d) are the
cross sections of (a) and (b), respectively.

Fig. 2-3-29. A schematic diagram of the whiske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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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4. SEM micrographs of fibers re-heat-treated at 1800℃ in argon
atmosphere after heat-treated with B4C powder at (a) 1100℃, (b) 1200℃, (c)
1300℃, (d) 1400℃, (e) 1500℃, (f) 1600℃, (g) 1700℃, (h)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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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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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h)

Fig. 2-4-5.

SEM micrographs of fibers re-heat-treated at 2000℃ in argon

atmosphere after heat-treated with B4C powder at (a) 1100℃, (b) 1200℃, (c)
1300℃, (d) 1400℃, (e) 1500℃, (f) 1600℃, (g) 1700℃, (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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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6. Diameters of fiberes after heat-treatment at various temperatures with
B4C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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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ing raw materials
(Bi2O3, PbO, SrCO3, CaCO3, CuO)
Calcination in vacuum

Calcination in air
700ºC, 12 h
800ºC, 8 h (X2)

Degassing

760º~800ºC,
8 h (X2)
3 torr flowing O2

720ºC, 5 h, 3 torr O2

PIT processing
Heat treatment
Analysis 840ºC, ~200 h, air
Fig. 3-1-1. Experiment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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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XRD patterns of the precursor powders calcined in (A) air and reduced
oxygen pressure at (B) 760¶C and (C) 780¶C.

(A)

(B)

Fig. 3-1-3. SEM micrographs of the precursor powders calcined (a) in air at
800¶C and (B) in low oxygen pressure at 76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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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Critical current densities of the tapes fabricated by the air-calcined and
the vacuum-calcined powders. The tapes were sintered at 84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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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XRD patterns of the tapes fabricated by (A) the air-calcined and
(B) the vacuum-calcined powders after sintering at 840¶C for 5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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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ig. 3-1-6. Backscattered electron micrographs of the tapes fabricated by the air-calcined ((A),
(B)) and the vacuum-calcined ((C), (D)) powders. (A) and (C): sintered at 840¶C for 50 h; (B):
200 h; (D): 15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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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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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treatment

840ºC, ~200 h, air

Analysis
Fig. 3-1-7. Experiment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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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precursor powders containing (A) 0,
(B) 1, and (C) 5 wt% 2223 seed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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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Critical current density of the tapes containing various amounts
of 2223 seed particles. The tapes were sintered up to 100 h without
intermediate mechanical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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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tapes containing (A) 0 and (B) 1
wt% 2223 seed particles after sintering at 840¶C for 5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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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1. Critical current density of the tapes containing various amounts of 2223
seed particles. The tapes were sintered three times at 840¶C for a total time of 200 h
with two intermediate pressing steps. The soaking period in the first sintering step was
controlled to (A) 50 h or (B) 35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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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 Microstructures of the tapes containing (A) no seed, (B) 1, (C) 5, and (D)
10 wt% seed particles after sintering at 840¶C for 20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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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3. Transformed fraction of 2223 phase as a function of annealing time
for the tapes containing 0, 1, and 5 wt% seed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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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4. Kinetics of 2223 phase formation for the tapes containing 0, 1,
and 5 wt% seed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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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5. Microstructures of (A) the spray dried powder and (B) the calcined powder..

Fig. 3-1-16. TG/DTA curve of the spray dried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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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7. Critical current of the tapes fabricated by the spray dried powder
and solid-state reacted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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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8. Critical current of the 37 multifilamentary tapes sintered at different tem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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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9. Transverse and longitudinal microstructures of the 37 multifilamentary tapes
before and after sin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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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0. Summary of critical current of the 25m long 37 multifilamentary t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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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본 연구는 1997.7부터 2002.3까지 원자력 산업용 기능성 구조 세라믹스 재료개발과
기능성재료의 조사시험 평가 및 D/B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하여 연구가 수행되었으
며, 세부연구별 주요연구내용과 이에따른 연구 달성도는 아래와 같다.
4-1. 세부연구목표별 주요연구내용
세부연구목표

∙원자력산업용 기능성구조세라믹
스 소재 개발
- 초미세 분말 제조공정 개발

- SiC 복합재 제조공정 개발

∙원전 분위기에서의 세라믹스 특
성평가 기술개발 및 D/B 구축

∙초전도 전력응용기술 개발

주 요 연 구 내 용

- Al2O3 분산 Cu 분말 제조공정 및 전자펌프 코일용 고
온 고강도 고전도성 구리선재 제조
- 핵융합로 증식재용 Li계 초미립 산화물 분말 제조
- 초미립 니켈합금 분말 제조 및 원전산업용 적용성 연
구
- 표면특성 향상을 위한 대면적 SiC CVD 증착기술 개
발
- CVI법에 의한 고밀도 SiC 복합체 제조공정 개발
- 내산화 특성 향상을 위한 다층코팅 기술 개발

- 원전 분위기에서의 세라믹스 특성평가 기술개발(내마
모, 내부식, 내산화특성 및 방사선 조사특성평가)
- 기능성 재료 조사특성 평가 체계 확립
- 세라믹 data base 구축 기반 확보
- Bi-2223 계 고온초전도 선재 장선화 공정 개발
- YBCO 대결정립 초전도체 제조 및 에너지 저장용 플
라이휠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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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개발실적 및 달성도와 대외 기여도
연구목
세부연구목표

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1차입자크기가

20~50

nm이고

대외기여도

달성도
(%)
2차입자크기가

submicrometer인 초미세 분말을 합성하기 위한 자발착
화 연소공정을 비이커 기준공정에서 분무연소법을 이용
한 2kg/주 생산 규모의 연속식 pilot plant 규모의 공정

- 국내특허 3편 등
록 및 출원 1 편,
국내외 학술대회 20

까지 개발을 완료하여 원전산업용 중식재, 전도체, 내열
∙원자력산업
용 기능성
초미세 분
말 제조공
정 개발

재 분말을 성공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음.
대표적 예로는
∙전도성 Alumina 분산 강화 구리 분말
-분말환원, 압출, 인발공정에 의한 고강도 봉재 및 선재
제조 공정 확립

여편, 국내외 논문
100

기고 10여편
- 실용화 과제 도출
(폐기물 정화 및 탈
취를 위한 광촉매
소재 개발, (주)가이

-순수 구리의 전기전도도를 유지하며 고온강도가
증가함을 확인
∙자발착화 연소법에 의한 Li계 핵융합로 증식재

아,(1998~1999))하여
수행완료

초미립분말 합성하여 소결성이 우수함을 확인
(소결밀도 10%이상 증가)
∙이외 Ni계 분말, Y2O3, ZTA 분말합성

- 국내특허 출원 1
편, 국내외 학술대
회

∙원전구조용
소재 표면
특성 향상

표, 국내외 10편 논
문게재

- 직경 5cm급의 parameter study 장치 및 25cm급의

- 특정연구, 중소기

대면적 pilot scale 장치 제작 완료
- 증착최적 조건 및 균질화 증착 공정 개발 완료

업 애로기술 지원사
업 (반도 체 부품 치구

∙내산화성 향상을 위한 C/SiC 다층구조 증착기술 개발

VD 증착기
술 및 복

(연속 조성변화를 지닌 치밀 10층 증착기술)
∙최적 증착을 위한 증착층 압입손상 특성 평가 기술 개

공정 개발

논문발

∙저압화학증착법을 이용한 25cm급 대면적 SiC 증착 장
치 및 기술 개발 (증착두께 100 μm) 완료

을 위한 C

합체 제조

20여편

발

용
100

으로

∙CVI 방법에 의한 고밀도 SiC/SiCf 복합체 제조 기술
개발

RBSC

소재의

SiC 대면적 코팅기
술개발, ‘00.6~02.6)
(주)이노쎄라

기술이전 추진 중
- 국방과학 연구소

-온도구배를 이용한 CVI 장치 개발

수탁사업

-고밀화를 위한 SiC whisker process 도출

이용한 Cf/SiC 복합
재
치밀화연구,

(MTS를

01.7~01.12)으로
술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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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연구목
세부연구목
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표

비고

달성도
(%)

∙고온고압수 조건(up to 400oC, 18 MPa)에서 세
라믹스의 내마모 및 내부식 특성평가 기술 확립
- 알루미나, 질화규소, 탄화규소 고온고압수 조
건에서 내마모 장치 설계 제작 및 특성 평가 완
료
- 알루미나, 질화규소,탄화규소 및 표면향상을
∙원전 분
위기에
서의 세
라믹스
특성평
가 기술
개발 및

D/B 구
축

-

대외 6편 논
문발표,

위한 코팅 소재 순수, LiOH 함유수 조건에서
부식특성 평가 완료
∙고온에서 탄화물 소재의 1000oC 내산화특성 평
가 기술 확립
- 균열 밀도 평가 기술
- 산화열화 평가 기술

국내학술

-

100

차세대신

기술개발사업
(SiC 반도체
소자의 방사
선 조사 손
상, ‘99.12~00.

∙감마선 (up to 100 MRad)및 중성자 조사( 1020n
cm2)에 의한 세라믹스의 내방사선 특성평가 기
반기술 확립 및 절차서 작성 완료

9)으로 방사
선 조사평가
자료 이전

- 기계적 열화특성 평가
- EPR 분석에 의한 손상평가
∙세라믹 data base 구축 기반 확보
-원전 재료 종합 DB용 기초자료 확보 및 제공
-미래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및
성능향상 평가용 자료 및 구축기반 쳬계 확보

∙ Bi-222
3 계 고
온초전
도 선재
장선화
공정 개
발

∙Bi-2223 PIT 선재 제조기술 개발
-피복관 특성향상을 위한 합금화 기술
-초전도 분말 제조기술 최적화
-분말 입도, 초기 결정상 연구를 통한 최적
제조공정 연구
-seed 분말 첨가에 따른 초전도상 형성 기구
연구
-PIT법에 의한 100 meter 급 장선재 제조
-장선재 특성평가 (IC ≒ 10A)
-O.1 T급(77K) 고온초전도 자석제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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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내특허등
록 1건, 국내
외 학술대외
10여편 논문
발표, 국내외
논문기고 21
편
- 고온초전
도 프론티어
사업 기반 조
성
- 과기원수
탁 기술이전
완료

세부연구목
표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달성도

비고

(%)
-국내특허
1편
등록,
국내외학술

∙YBCO 대
결정립 초
전도체 제
조 및 에
너지 저장
용 플라이
휠 시스템
개발

발표회 20
여편 논문

∙대면적 초전도체 제조공정 개발

발표,

-종자결정법 공정변수 최적화 구성
-플라이휠 (15 kgm) 최적화 설계

외

-영구자석 배열 최적화 설계
-무접촉 Hall bach array type 고속회전 구동장치
설계 제작

100

국내
학술지

30여편
문게재

논

- 국내최초
무접촉 고
속 플라이

-전력입출력 구동장치 설계제작
-16 wh 플라이휠 제작 및 특성평가 (10,000 rpm
운전)

휠 제작 및
운전
- 한전연구
원 수탁과
제로 기술
이전

총계

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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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화석연료로부터 발생되는 CO2 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므로 기상이변과 같은
자연재해의 주된 원인이라 생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청정에너지의 필요성이 공
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산업의 고도화 및 일상 생활의 편리성은 전기에너지의
사용량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력부족이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정에너지로서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과 안전성 향상, 고효율, 경제성 제고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개발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재료의 원자력 환경하에서 거
동과 새로운 대체소재의 개발을 통한 신뢰성 향상 원자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 산업 선진국에서는 경수로의 장수명, 안정성 향상, 경제성 제
고를 위한 재료 개발 기술에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고 일부는 실용화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경수로 관련 연구와 병행하여 원자로 효율 향상을 위한 고온형 원자로
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이를 위해 고온 특성과 내방사선성이 우수한 세라믹스
소재의 비중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라믹스의 원자력 분야 적용
연구는 향후 요소기술 확보와 기술종속 탈피 및 설계그룹을 위한 기초물성 생산 등
의 부문에서 기술적인 안정성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5-1. 기술적 측면
. 원전용 세라믹 소재 개발을 위한 제조공정과 특성평가 자료는 다양한 로형 개발
을 위한 대체소재의 평가 및 적용기준의 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요소기술로
활용
. 세라믹 복합소재 제조공정 개발로 원전용 소재의 성능향상 및 열적 및 기계적 기
능이 뛰어난 구조용 세라믹스 소재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기초기술 확보
. 경사기능 기법에 의한 소재 접합기술 개발에 따른 이종재료 접합기술의 원전 부
품소재 성능향상을 위한 기반기술로 활용되어 원전효율 및 안정성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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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믹스의 조사 시험 체계마련으로 국내에서의 원전용 세라믹스 재료 개발의 기
반을 구축하며 관련 data base의 확보로 경중수로 이외의 신형원자로 개발에 필
요한 세라믹스 재료의 성능자료를 제공

5-2. 경제·산업적 측면
. 신형 원자로 개발에 바탕이 되는 세라믹 재료의 개발에 필요한 data base를 확보
함으로서 관련 소재의 국산화에 필요한 기반을 확보함
. 국내에서 개발된 경험이 없는 SiC 섬유 강화 복합체 제조 기술 개발을 통하여 선
진국으로부터 기술종속을 탈피하고, 낙후된 국내의 대형 세라믹스 구조 산업에 요
소기술 제공
. 항공우주산업이나 방위산업에서 요구하는 고기능성 구조 소재 개발을 위한 주요
기술을 확보하므로 부품소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
. 코팅이나 섬유강화에 의한 소재성능 향상은 기존 소재의 경제성을 3~5배만큼 향
상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을 구축함
. 국내에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세라믹스의 조사시험은 연구로인 하나로 이용 활성
화와 조사손상에 대한 학문적인 활성화에 기여함.

- 288 -

제 6 장

참 고 문 헌

[1-1-1]. K. Oda and t. Yoshio, J. Am. Ceram. Soc. 80 (1997) 3233.
[1-1-2]. H. Hirayama, T. Kawakubo, A. Goto and T. Kaneko, J. Am. Ceram.
Soc. 72 (1989) 2049.
[1-1-3]. N. S. Jacobson, J. Am. Ceram. Soc. 76 (1993) 3.
[1-1-4]. D. S. Fox, E. J. Opila and R. E. Hann, J. Am. Ceram. Soc. 83 (2000)
1761.
[1-1-5]. E. J. Opila, J. Am. Ceram. Soc. 82 (1999) 625.
[1-1-6]. T. Sato, T. Murakami, T. Endo, M. Shimada, K. Komeya, T. Kameda
and M. Komatsu, J. Mater. Sci. 26 (1991) 1749.
[1-1-7]. S. Somiya, Mater. Chem. Phys. 67 (2001) 157.
[1-1-8]. K. Oda, T. Yosho, Y. Miyamoto and M. Koizumi, J. Am. Ceram. Soc.
76 (1993) 1365.
[1-1-9]. N. Kishan Reddy, V. N. Mulay and M. A. Jaleel, J. Mater. Sci. Lett. 13
(1994) 1516.
[1-1-10]. M. Yoshimura, J. Kase and S. Somiya, J. Mater. Res. 1 (1986) 100.
[1-1-11]. N. S. Jacobson, Y. G. Gogotsi and M. Yoshimura, J. Mater. Chem. 5
(1995) 595.
[1-2-1] E. Dorre, Alumina Materials Research and Engineering, Springer-Verlag,
1984
[1-2-2] W.P Tai, et al., "High-temperature stability of Alumina in argon and
argon/water-vapor environments", J. Am. Ceram. Soc. 82 [1], pp255-248, 1999
[1-2-3] Satoshi Kitaoka, et al., "Tribological Characteristics of α-Alumina in
High-Temperature Water", J. Am. Ceram. Soc., 75, pp3075-3085, 1992
[1-2-4] 是木修一, “개량형 제어봉 구동기구로의 신소재 적용 ” 원자력공업, 제42권,
제12호, pp40-49, 1996
[1-3-1] H. Gottschalk-Gaudig, et al., "Developing reliable coolant pump seals for
light water reactors", Kerntechnik 51, pp237-240, 1987

- 289 -

[1-3-2] V. N. Shah, et al., Aging and life extension of major light water reactor
component, Elsevier, pp343-370, 1993
[1-3-3] Shigeo NAKAHIGASHI, "경수로 기기 부품으로의 세라믹스계 신소재 적
용“, 원자력공업, 제 37 권, 제 1호, pp36-48, 1991
[1-3-4] R. T. Bubsey, et al. "Development of plane strain fracture toughness
test

for

ceramic

using

Chevron

notched

specimens",

Ceramics

for

high-performance application, Army Material Technology Conference, Plenum,
pp753-771, 1983
[1-3-5] E. Dorre, et al., Alumina : processing, properties, and applications,
Material Research and Engineering (MRE), Springer-Verlag, pp216-220, 1984
[1-3-6] Satoshi Kitaoka, et al. "Tribological Charateristics of α-Alumina in
High-Temperature Water", J. of the American Ceramic Society, Vol. 75,
pp3075-3080, 1992
[1-3-7] 中東重雄 외, 경수로기기 부품의 세라믹스계 신소재의 적용, 원자력공업, 제
37권 제 11호, p36-48, 1991
[1-3-8] W. Dienst, Production/Detection and Annealing of Crystal Lattice point
Defects

in

Neutron

Irradiation

of

Ceramic

Materials,

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 AECL-4375, 1973
[1-3-9] 강영환 외, 원자력 구조용 스테인레스 강재의 조사손상 연구용 계장 갭슐
개발 보고서,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TR-1650/200, 2000
[1-3-10] 이기순, 원자력재료특강, 한국원자력연구소 특강자료
[1-3-11] Dong-Suh company, Certificate of survey, 2000.3.4
[1-3-12] HAN-RR-CR-920-00-089, 하나로 내부 문서
[2-1-1] C.E.Johnson, K.R.Kummerer and E.Roth, "Ceramic Breeder Materials," J.
Nucl. Mater., 155/157, 188-201 (1988)
[2-1-2] A.E. Ringwood, S.E. Kesson, K.D. Reeve, D.M. Levins and E.J. Ramm,
"Synroc," pp233-334, Radioactive waste forms for the future, Ed. by W.Lutze
and R.C. Ewing, North-Holland Physics Pub., Amsterdam, 1988.
[2-1-3] T.Kuroda et al., "Japanese contributions to blanket design for ITER,"
JAERI- M-91-133 (1991)

- 290 -

[2-1-4]

C.E.Johnson,

"Ceramic

Breeder

Materials,"

in

Ceramics

Today

-

Tomorrow's Ceramics, edited by P.Vincenzini, pp 3029-3039, Elsevier Sci. Pub.
(1991).
[2-1-5] J.P.Kopasz, J.M.Miller and C.E.Johnson, "Tritium release from lithium
titanate, a low activation tritium breeding material," J. Nucl. Mater., 212/215,
927-931 (1994)
[2-1-6] O.Renoult, J.-P.Boilot, J.-P.Korb and M.Boncoeur, "Lithium sol-gel
ceramics for tritium breeding application," J. Nucl. Mater., 223, 126-134 (1995).
[2-1-7]

M.A.Valenzuela,

and

V.H.Lara,

"Sol-Gel

Synthesis

of

Lithium

Aluminates," J. Am. Ceram. Soc., 79[2] 455-460 (1996).
[2-1-8] O.Renoult, J.-P.Boilot, J.-P.Korb and M.Boncoeur, "Alkoxide-Hydroxide
Route for the Preparation of LiAlO2-based Ceramics," J. Am. Ceram. Soc., 77[1]
249-253 (1994).
[2-1-9] Y.C.Kang, S.B.Park and S.W.Kwon, " Preparation of Submicron Size
Gamma Lithium Aluminate Particles from the Mixture of Alumina Sol and
Lithium Salt by Ultrasonic Spray Pyrolysis," J. Colloid and Interface Sci., 182,
59-62 (1996)
[2-1-10] L. A. Chick, L. R. Pederson, G. D. Maupin, and J. L. Bates, "Ultra-Fine
Powders Using Glycine-Nitrate Combustion Synthesis"; pp. 117-126 in Proc. of
the 15th Annual Conference of Fossil Energy Materials (1991).
[2-1-11] J.J.Kingsley, K.Suresh and K.C.Patil, J. Mater. Sci., 25, 1305-1312
(1990).
[2-1-12] P.Ravindranathan and K.C.Patil, J. Mater. Sci., 22, 3261-3264 (1987).
[2-1-13] L.R.Pederson, L.A.Chick and G.J. Exarbos, US Patent 5114702 (1992)
[2-1-14] J.J.Kingsley and L.R.Pederson, "Combustion Synthesis of Perovskite
LnCrO3 Powders using Ammonium Dichromate," Mater. Lett., 18, 89-96 (1993)
[2-1-15] J.J.Kingsley and K.C.Patil, "A Novel Combustion Process for the
Synthesis of Fine Particle Alpha-Alumina and Related Oxide Materials," Mater.
Lett., 6, 427-432 (1988)
[2-1-16] N.J.Hess, G.D.Maupin, L.A.Chick and T.R.Armstrong, " Synthesis and

- 291 -

Crystallization

of

Yttrium

Aluminium

Garnet

and

Related

Compounds,"

J.Mater.Sci., 29, 1873-1878 (1994)
[2-1-17] J.J.Kingsley, K.Suresh and K.C.Patil, "Combustion Synthesis of Fine
Particle Rare Earth Orthoaluminates and Yttrium Aluminium Garnet," J. Solid
State Chem., 87, 435-442 (1990).
[2-1-18] P.Ravindranathan, S.Komarneni and R.Roy, "Synthesis of Aluminate,
Mullite and Colored Zirconia by a Combustion Process," J. Mater. Sci. Lett., 12,
369-371 (1993)
[2-1-19] J.J.Kingsley and L.A.Chick, "Combustion Synthesis of Sr-Substituted
LaCo0.4Fe0.6O3 Powders," Mater. Res. Soc. Symp. Proc., 271, 113-120 (1992)
[2-1-20]

I.Sargankova,

M.Timko,

J.Kovac

and

M.Cernik,

"Synthesis

of

Y-Ba-Cu-O Fine Powder and Some of its Magnetic Properties," J. Mater. Sci.
Lett., 11, 1718-1720 (1992)
[2-1-21] J.P.Lebrat and A.Varma, "Combustion Synthesis of the YBaCuO
Superconductor," Physica C, 184, 220-228 (1991)
[2-1-22] L.R.Pederson, G.D.Maupin and R.W.Stephens, "Combustion Synthesis of
YBaCuO : Glycine/Metal Nitrate Method," Mater. Lett., 10(9/10), 437-443 (1990)
[2-1-23] K.Suresh and K.C.Patil, "A Combustion Process for the Instant
Synthesis of Iron Oxide," J. Mater. Sci. Lett., 12, 572-574 (1993)
[2-1-24] M.S. Baythoun and F.R.Sale, "Production of Sr-Substituted Lanthanum
Manganite Perovskite Powder by the Amorphous Citrate Process, " J. Mater.
Sci., 17, 2757-2769 (1982)
[2-1-25] S.R.Jain, K.C.Adiga and V.R.Pai Vernekar, "A New Approach to
Thermochemical Calculations of Condensed Fuel-Oxidizer Mixtures," Combust.
Flame, 40, 71-79 (1981)
[2-2-1] G. L. Harris, Properties of Silicon Carbide, EMIS Data reviews Series
No. 13, INSPEC, London, 1995.
[2-2-2] A. Okazaki, S. Morimoto, N. Murakami, T. Ohtani and S. Ono,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for Light Water Reactor Power Plants," Jpn. J.
Nucl. Soc., 42(3), 146-177 (2000).

- 292 -

[2-2-3] R. H. Jones, D. Steiner, H. L. Heinisch, G. A. Newsome and H. M.
Kerch, "Radiation Resistant Ceramic Matrix Composites," J. Nucl. Mater., 245,
87-107 (1997).
[2-2-4] J. S. Goela and R. L. Taylor, "Monolithic Material Fabrication by
Chemical Vapour Deposition," J. Mater. Sci., 23, 4331-4339 (1988).
[2-2-5] D. P. Stinton, T. M. Besmann and R. A. Lowden, "Advanced Ceramics
by Chemical Vapor Deposition Techniques," Am. Ceram. Soc. Bull., 67(2),
350-355 (1988).
[2-2-6] T. M. Besmann, B. W. Sheldon, T. S. Moss III and M. D. Kaster,
"Depletion Effects of Silicon Carbide Deposition from Methlytrichlrosilane," J.
Am. Ceram. Soc., 75(10), 2899-2903 (1992).
[2-2-7] H. -S. Kim and D. -J. Choi, "The Reactant Depletion Effect on
Chemically Vapor Deposited SiC Films with Pressure and Gas Ambient," Thin
Solid Films, 312, 195-201 (1998).
[2-2-8] D. L. Smith, Thin-Film Deposition, McGraw-Hill, New York, 1995.
[2-2-9] J. Roth, J. Nucl. Mater., 266-269, 51-57 (1999).
[2-2-10] W. Dienst, Fusion Eng. Design, 16, 311-316 (1991).
[2-2-11] H. Bolt, Fusion Eng. Design, 22, 85-98 (1993).
[2-2-12] R. A. Causey and W. R. Wampler, J. Nucl. Mater., 220-222 (1995).
[2-2-13] S. Yajima, T. Hirai, J. mater. Sci. 4 (1969) 416.
[2-2-14] S. Marinkovic et al., Carbon 8 (1970) 283.
[2-2-15] J. L. Kaae, T. D. Gulden, J. Amer. Ceram. Soc. 54 (1971) 605.
[2-2-16] Y. Wang, M. Sasaki, T. Goto, T. Hirai, J. Mater. Sci., 25, 4607-4613
(1990).
[2-2-17] D. Tabor,

Hardness of Metals , (Clarendon, Oxford,1951).

[2-2-18] D. B. Marshall, T. Noma and A. G. Evans, J. Am. Ceram. Soc. 65
(1982) C175.
[2-2-19] A. C. Fischer-Cripps,

Introduction to Contact Mechanics, Australia,

1996.
[2-3-1] H. H. Moeller, W. G. Long, A. J. Caputo, and R. A. Lowden,

- 293 -

"Fiber-Reinforced Ceramic Composites",

Ceram. Eng. Sci. Proc., 8(7-8) 977-984

(1987).
[2-3-2] R. H. Jones, L. L. Snead, A. Kohyyama, And P. Fenici,

Recent

Advances in the Development of SiC/SiC at a Fusion Structural Material,
Fusion Eng. and Design, 41 15-24 (1998).
[2-3-3] Y. W. Kim and J. G. Lee, "Pressureless Sintering of Alumina-Titanium
Carbide Composites," J. Am. Ceram. Soc., 72(8) 1333-1337 (1989).
[2-3-4] K. M. Prewo and J. J. Brennan, "High-Strength Silicon Carbide
Fibre-Reinforced Glass-Matrix Composites," J. Mater. Sci., 15 463-468 .(1980).
[2-3-5]

J.

A. Cornie,

et

al.,

"Processing

of

Metal

and

Ceramic

Matrix

Composites," Ceram. Bull., 65(2) 293-304 (1986).
[2-3-6] Y. W. Kim, et al., "Nicalon-Fibre-Reinforced Silicon Carbide Composites
Via Polymer Solution Infiltration and Chemical Vapour Infiltration," J. Mater.
Sci., 28 3866-3868 (1993).
[2-3-7] H. Chang, T. M. Besmann, and B. W. Sheldon, "Minimizing Infiltration
Times During Isothermal Chemical Vapor Infiltration with Methyltriclorosilane",
J. Am. Ceram. Soc., 80(7) 1805-1811 (1997).
[2-3-8] K. Sakamoto, A. Otsuka, H. Masumoto, and E. Yasuda, "Formation of
Carbon/Carbon Composites by Whiskerizing Followed by CVI process," Int. Sym.
of Carbon, Tokyo, 166-167 (1998).
[2-3-9] 이지환, 문창권, 박상보 편저, 복합재료, 원창출판사, pp. 158-160 (1994).
[2-3-10] R. J. Kerans, R. S Hay, and N. J. Pagano,
-Matrix Interface in Ceramic Composites",
[2-3-11]

R.

N.

Singh,

"Fiber-Matrix

"The Role of the Fiber

Ceram. Bull., 68(2) 429-442 (1989).
Interfacial

Characteristics

in

a

Fiber-Reinforced Ceramic-Matrix Composite," J. Am. Ceram. Soc., 72(9) 1764
(1989).
[2-3-12] H. W. Carpenter, J. W. Bohlen, "Fiber Coating for Ceramic Matrix
Composites," Ceram. Eng. Sci. Proc., 13(7-8) 238 (1992).
[2-3-13] R. A. Lowden and D. P. Stinton,
Nicalon/SiC Composites",

"Interface Modification in

Ceram. Eng. Sci. Proc., 9(7-8) 705-722 (1988).

- 294 -

[2-3-14] O. Dugne, S. Prouhet, A. Guette, and R. Naslain,
Characterization

by

TEM,

AES,

and

SIMS

in

Tough

Fibre-SiC(CVI) Matrix Composites with a BN Interface",

"Interface
SiC(ex-PCS)

J. Mater. Sci., 28,

3409-3422 (1993).
[2-3-15] J. P. Singh, D. Singh, and M. Sutaria,
Fiber and Interface",

"Ceramic Composites : Roles of

Composites : Part A 30 445-450 (1999).

[2-3-16] Laifei Cheng, Yongdong Xu, Litong Zhang and Xiaowei Yin, "Effect of
carbon interlayer on oxidation behavior of C/SiC composites with a coating from
room temperature to 1500℃", Mater. Sci. and Eng., 27, 6022-6028 (1992).
[2-3-16] T. M. Besmann et al., "Vapor-Phase Fabrication and Properties of
Continuous-Filament Ceramic Composites," Science, 253, 1104-1109 (1991).
[2-3-17] A. J. Caputo and W. J. Lackey, " Fabrication of Fiber-Reinforced
Ceramic Composites by Chemical Vapor Infiltration", Ceram. Eng. Sci. Proc.,
5(7-8) 654-657 (1984).
[2-3-18] T. M. Besmann, B. W. Shelon, R. A. Lowden, D. P. Stinton, "VaporPhase Fabrication and Properties of Continuous-Filament Ceramic Composites,"
Science, 253 1104 (1991).
[2-3-19] D. P. Stinton, A. J. Caputo, and R. A. Lowden,
Fiber-Reinforced SiC Composites by Chemical Vapor Infiltration,

Synthesis of
Am. Ceram.

Soc. Bull., 65(2) 347-350 (1986).
[2-3-20] R.Fedou, F.Langlais and R.Naslain, J. Mater. Synth. Process, 1 [1]
43-52 (1993).
[2-3-21] R.Fedou, F.Langlais and R.Naslain, J. Mater. Synth. Process, 1 [2]
61-73 (1993).
[2-3-22] S. Bertrand, J. F. Lavaud, R. El Hadi, G. Vifnoles, and R. Pailler,
“The Thermal Gradient-Pulse Flow CVI Process : a New Chemical Vapor
Infiltration Technique for the Densification of Fiber Preforms”,

J. Eur. Ceram.

Soc 18 857-870 (1998).
[2-3-23] K. Itoh, M. Imuta, A. Sakai, J. Gotoh, and K. Sugiyama, “Pulsed
Chemical

Vapor

Infiltration

of

SiC

to

- 295 -

Three

Dimensional

Carbon

Fibre

Preforms”,

J. Mater. Sci., 27 6022-6028 (1992).

[2-3-24] T. M. Besmann, J. C. McKaughlin, and H. Lin, “Fabrication of Ceramic
Composites : Forced CVI”,

J. Nucl. Mater., 219 31-35 (1995).

[2-3-25] T. M. Besmann, R. A. Lowden, B. W. Sheldon, and D. P. Stinton, in
Proceedings of the 11st International Conference in CVD, Seatle, G. W. Cullen
and K. E. Spear, pp 482-491.
[2-3-26] K. E. Spear. Pure Appl. Chem. 54 [7] (1982) 1297.
[2-3-27] A. I. Kingon, L. J, Lutz, P. Law and R. F. Davis, J. Am. Cer. Soc. 66
[8] (1873) 558.
[2-3-28] R.V. Krishinarao, M.M. Godkhinai, P.G.I. Mukunda, M. Chakraborty,
"Direct Pyrolysis of Raw Rice Husks for Maximization of Silicon Carbide
Whisker Formation", J. Am. Ceram. Soc. 74 2869 (1991).
[2-3-29] C. E. Ryan, I. Berman, R.C. Marshall, D.P. Considine, J.J. Hawley,
“Vapor- Liquid-Solid and Melt Growth of Silicon Carbide", J. Cryst. Growth, 1
255-262 (1967).
[2-3-30] N. Setaka, Z. Inoue, "Beta Silicon Carbide Whiskers Prepared on a
Molybdenum Substrate", J. Am. Ceram. Soc. 52 624 (1969).
[2-3-31] S. Motojima, M. Hasegawa, “Chmical Vapour Growth of β-SiC
Whiskers from a Gas Mixture of Si2Cl6-CH4-H2-Ar", J. Cryst. Growth 87 311
(1988).
[2-3-32] M. Kajiwara,"The formation of β-SiC fibres with SiO2-C-NaF(AlF3)
Components", J. Mater. Sci. 21 2254 (1986).
[2-3-33] M. Yamada, K. Numanami, T. Iizuka, and A. Hayashida, "
Manufacturing Silicon Carbide Whisker",

U.S. Pat. No. 4 975 392, (1990).

[2-3-34] S. Yajima, J. Hayashi, and M. Omori,
Fiber of High Tensile Strength",

Method for

"Continuous Silicon Carbide

J. Am. Ceram. Soc., 59 324-327 (1975).

[2-3-35] F. J. Narciso-Romero and F. Rodrigues-Reinoso,

"Synthesis of SiC

from Rice Husks Catalysed by Iron, Cobalt or Nickel",

J. Mater. Sci., 31

779-784(1996).
[2-3-36] Jing Zheng, Matthew J. Kramer and Mufit Akinc,

- 296 -

“In situ growth of

SiC whisker in pyrolyzed monolithic mixture of AHPCS and SiC, J. Am. Ceram.
Soc., 83(12) 2961-2966 (2000).
[2-3-37] William E. Hollar, Jr. and Jonathan J. Kim,
Whisker Growth Technology",

"Review of VLS SiC

Ceram. Eng. Sci. Proc., 12 979-991 (1991).

[2-3-38] G. Urretavizcaya and J. M. Porto Lopez,

"Growth of SiC Whiskers

Process", J. Mater. Res., 9 2981-2986 (1994).
[2-3-39] A. P. Levitt, Whisker Technology, Vol. 37. Wiley-Interscience, New
[2-3-40] KIaus K. Schuegraf, Handbook of Thin Film Deposition Press and
Technique, pp. 241, Noyes Publications, 1988.
[2-4-1] S. Yajima, J. Hayashi, M. Omori and K. Okamura, " Development of a
silicon carbide fiber with high tensile strength." Nature, 261, 683-685 (1976).
[2-4-2] K. Prewo and J. Brennan, "High-strength silicon carbide-fiber-reinforced
glass matrix composites," J. Mater. Sci., 15, 463-468 (1980).
[2-4-3] P. J. Lamicq, G. A. Bernhart, M. M. Dauchier and J. G. Mace, "SiC/SiC
composite ceramics," Am. Ceram. Soc. Vull., 65, 336-338 (1986).
[2-4-4] T. Mah, N. L. Hecht, D. E. Mccullum, J. R. Hoenigman, H. M. kim, A.
○
R

P. Katz and H. A. Lipositt, " Thermal stability of SiC fibres (Nicalon )," J.
Mater. Sci., 19, 1191-1201 (1984).
[2-4-5] T. Ishikawa, "Recent developments of the siC fiber Nicalon and its
composites, including properties of the SiC fiber Hi-Nicalon for ultra-high
temperature," Composites Science and Technology, 51, 135-144 (1994).
[2-4-6] C-H. Andersson and R. Warren, " Silicon carbide fibers and their
potential for use in composite materials. Part 1," Composites, 15(1), 16-24 (1984).
[2-4-7] J. Lipowitz, "Polymer-derived ceramic fibers," Ceramic Bulletine 70(12),
1888-1894 (1991).
[2-4-8] T. Shimoo, I. Tsukada, M. Narisawa, T. Sefuchi and K. Okamura,
"Change

in

properties

of

polycarbosilane-derived

SiC

fibers

at

high

temperatures," J. Ceram. Soc. Japan., 105(7), 559-563 (1997).
[2-4-9] G. Simon and A. R. Bunsell, "Mechanical and 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Nicalon silicon carbide fibre," J. Mater. Sci. 19 3649-3657 (1984).

- 297 -

[2-4-10] S. M. Johnson, R. D. Brittain, R. H. Lamoreaux and D. J. Rowcliffe,
"Degradation mechanism of silicon carbide fibers," Comm. Am. Ceram. Soc., 71
C-132-C-135 (1988).
[2-4-11] T. Shimoo, H. Chen and K. Okamura, "High-temperature stability of
Nicalon under Ar or O2 atmosphere," J. Mater. Sci, 29, 456-463 (1994).
[2-4-12] T. Shimoo and K. Okamura, "Effect of atmosphere on pyrolysis of
Nicalon," J. Mater. Sci. 31, 4407-4413 (1996).
[2-4-13]

B.

A.

Bender,

J.

S.

Wallace

and

D.

J.

Schrodt,

"Effect

of

thermochemical treatments on the strength and microstructure of SiC fibres," J.
Mater. Sci., 26, 970-976 (1991).
[2-4-14] R. Bodet, N. Jia and R. E. Taessler, "Thermomechanical stability of
Nicalon fibres in a carbon monoxide environment," J. Europ. Ceram. Soc., 15,
997-1006 (1995).
[3-1-1] K. Sato, K. Hayashi, K. Ohmatsu, J. Fujikami, N. Saga, T. Shibata, S.
Isojima, S. Honjo, H. Ishii, T. Hara, and Y. Iwata, “HTS large scale applications
using BSCCO conductor,” IEEE Trans. Appl. Supercond., vol. 7, pp. 345-350,
1997.
[3-1-2] Q. Li, G. N. Riley, Jr., R. D. Parrella, S. Fleshler, M. W. Rupich, W. L.
Carter, J. O. Willis, J. Y. Coulter, J. F. Bingert, V. K. Sikka, J. A. Parrell, and
D.

C.

Larbalestier,

multifilamentary

“Progress

Bi-2223

HTS

in

superconducting

composite

performance

conductors,”

IEEE

of

rolled

Trans.

Appl.

Supercond., vol. 7, pp. 2026-2029, 1997.
[3-1-3] K. Sato, T. Hikata, H. Mukai, M. Ueyama, N. Shibuta, T. Kato, T.
Masuda, M. Nagata, K. Iwata, and T. Mitsui, “High-Jc silver-sheathed Bi-based
superconducting wire,” IEEE Trans. Magn., vol. 27, pp. 1231-1238, 1991.
[3-1-4] Q. Li, K. Brodersen, H. A. Hjuler, and T. Freltoft, “Critical current
density enhancement in Ag-sheathed Bi-2223 superconducting tapes,” Physica C,
vol. 217, pp. 360-366, 1993.
[3-1-5] W. -J. Kim, S. -C. Kwon, H. J. Lee, H. -G. Lee, G. -W. Hong, and I.
-H. Kuk, “Mechanical grinding of precursor powder and its effect on the

- 298 -

microstructure and critical current density of Ag/Bi-2223 tapes,” Physica C, vol.
294, pp. 147-155, 1998.
[3-1-6] W. -J. Kim, S. -C. Kwon, H. -G. Lee, G. -W. Hong, and I. -H. Kuk,
“Effect of the phase assemblage of the precursor powder on the phase
transformation

and

microstructure

of

Ag/Bi-2223

tapes,”

Supercond.

Sci.

Technol., vol. 11, pp. 250-254, 1998.
[3-1-7] E. W. Seibt, A. Jeremie, and R. Flükiger, “Effects of carbon impurities
in high Tc superconducting tapes using Auger electron spectroscopy,” Thin
Solid Films, vol. 228, pp. 196-200, 1993.
[3-1-8] U. Balachandran, R. B. Poeppel, J. E. Emerson, S. A. Johnson, M. T.
Lanagan, D. A. Youngdahl, D. Shi, K. C. Goretta, and N. G. Eror, “Synthesis of
phase-pure orthorhombic YBa2Cu3Ox under low oxygen pressure,” Mater. Lett.,
vol. 8, pp. 454-456, 1989.
[3-1-9] Y. Iwai, Y. Hoshi, H. Saito, and M. Takata, “Influence of the oxygen
partial

pressure

on

the

solubility

of

PbO

in

the

(Bi,

Pb)2Sr2CaCu2O8+y

superconducting oxides,” Physica C, vol. 170, pp. 319-324, 1990.
[3-1-10] S. E. Dorris, B. C. Prorok, M. T. Lanagan, N. B. Browning, M. R.
Hagen, J. A. Parrell, T. Feng, A. Umezawa, D. C. Larbalestier, “Methods of
introducing lead into bismuth-2223 and their effects on phase development and
superconducting properties,” Physica C, vol. 223, pp. 163-172, 1994.
[3-1-11] A. Jeremie and R. Flükiger, “Similarities in Bi,Pb(2223) formation
starting from different precursors,” Physica C, vol. 267, pp. 10-18, 1996.
[3-1-12] B. Zeimetz, G. E. Murashova, H. K. Liu, and S. X. Dou, “Preparation of
Bi2223 precursor powders by sintering in low oxygen partial pressure,” EUCAS
97, preprint.
[3-1-13] A. Jeremie, K. Alami-Yadri, J. -C. Grivel, and R. Flükiger, “Bi,Pb(2212)
and Bi(2223) formation in the Bi-Pb-Sr-Ca-Cu-O system,” Supercond. Sci.
Technol., vol. 6, pp. 730-735, 1993.
[3-1-14] Y. Ikeda, H. Ito, S. Shimomura, Z. Hiroi, M. Takano, Y. Bando, J.
Tanaka, K. Oda, H. Kitaguchi, Y. Miura, Y. Takeda, and T. Takada, Physica C,

- 299 -

vol. 190, p. 18, 1991.
[3-1-15] N. Fukushima, H. Niu, S. Nakamura, S. Takeno, M. Hayashi, and K.
Ando, Physica C, vol. 159, p. 777, 1989.
[3-1-16] Maeda H, Tanaka Y, Fukutomi M and Asano T 1988 Jpn. J. Appl.
Phys. 27 L209
[3-1-17] Dou S X and Liu H K 1993 Supercond. Sci. Technol. 6 297
[3-1-18] Flükiger R, Grasso G, Grivel J C, Marti F, Dhallé M and Huang Y
1997 Supercond. Sci. Technol. 10 A68
[3-1-19] Grasso G, Jeremie A and Flükiger R 1995 Supercond. Sci. Technol. 8
827
[3-1-20] Li Q, Brodersen K, Hjuler H A and Freltoft T 1993 Physica C 217 360
[3-1-21] Sato K, Hikata T, Mukai H, Ueyama M, Shibuta N, Kato T, Masuda
T, Nagata M, Iwata K and Mitsui T 1991 IEEE Trans. Magn. 27 1231
[3-1-22] Kim W -J, Kwon S -C, Lee H J, Lee H -G, Hong G -W and Kuk I
-H 1998 Physica C 294 147
[3-1-23] Bian W, Zhu Y, Wang Y L and Suenaga M 1995 Physica C 248 119
[3-1-24] Wang Y L, Bian W, Zhu Y, Cai Z X, Welch D O, Sabatini R L,
Suenaga M and Thurston T R 1996 Appl. Phys. Lett. 69 580
[3-1-25] Hatano T, Aota K, Ikeda S, Nakamura K and Ogawa K 1988 Jpn. J.
Appl. Phys. 27 L2055
[3-1-26] Morgan P E D, Housley R M, Porter J R and Ratto J J 1991 Physica
C 176 279
[3-1-27] Grivel J -C and Flükiger R 1996 Supercond. Sci. Technol. 9 555
[3-1-28] Yamada Y, Obst B and Flükiger R 1991 Supercond. Sci. Technol. 4 165
[3-1-29] Parrell J A, Polyanskii A A, Pashitski A E and Larbalestier D C 1996
Supercond. Sci. Technol. 9 393
[3-1-30] Kim W -J, Kwon S -C, Lee H -G, Hong G -W and Kuk I -H 1998
Supercond. Sci. Technol. 11 250
[3-1-31] Jiang J and Abell J S 1997 Supercond. Sci. Technol. 10 678
[3-1-32] Jiang J and Abell J S 1998 Supercond. Sci. Technol. 11 705

- 300 -

[3-1-33] Christian J W 1987 The Theory of Transformations in Metals and
Alloys London: Pergamon
[3-1-34] Luo J S, Merchant N, Escorcia-Aparicio E, Maroni V A, Gruen D M,
Tani B S, Riley G N, Jr. and Carter W L 1993 IEEE Trans. Appl. Supercond. 3
972
[3-1-35] Sung Y S and Hellstrom E E 1995 J. Am. Ceram. Soc. 78 2003
[3-1-36] Gao X -H, Li J, Jiang S -F, Gao D, Zheng G -D and Gao S 1995
Physica C 244 321
[3-1-37] Shan C -H and Risbud S H 1993 Supercond. Sci. Technol. 6 736
[3-1-38] Hu Q Y, Liu H K and Dou S X 1995 Physica C 250 7
[3-1-39] Chiu Y D, Kao C H, Lei T S and Wu M K 1994 Physica C 235-240
485
[3-2-1] Michiya Okada, et al. " Relaxation of Trapped Magnetic field in a
Bi-2212/Ag Solenoidal coil with Persistent Current

Switch"

Jpn. J. Appl. Phys.

Vol.35, pp. L627-629, 1996
[3-2-2] Michiya Okada, et al, " Bi-2212/Ag superconducting Insert Magnet for
High Magnetic Field Generation Over 22T",

Jpn. J. Appl. Phys. Vol.35, pp.

L623-626, 1996
[3-2-3] K. Sato, et al. " High-Jc Silver-Sheathed Bi-Based superconducting
Wires", IEEE Transactions on Magnetics, Vol.27, No.2, pp. 1231-1238, 1991
[3-2-4] Weon-Ju Kim et al.," Properties of Ag/Bi-2223 superconducting tapes
seeded with fully reacted 2223 particles" Supercond. Sci. Technol. 12, pp. 97-101,
1999
[3-2-5] M.N. Wilson, "Superconducting Magnet",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pp. 20 - 27, 1986
[3-3-1]

M.N.

Wilson,

Superconducting

Magnets,

Clarendon

Press

Oxford,

pp131-133, 1983
[3-3-2] F.C. Moon, Superconducting Levitation-Applications to Bearings and
Magnetic

Transportation, John Wiley & Sons, pp33-34, 1994

[3-3-3] F.C. Moon, Superconducting Levitation-Applications to Bearings and

- 301 -

Magnetic Transportation, John Wiley & Sons, pp102-133, 1994
[3-3-4] 홍계원 외, 벌크형 초전도체 응용기술개발, KAERI/RR-1685/96, 과학기술
처, pp50-72. 1997
[3-3-5] 浦田昌身, “冷媒 のいらない 超電導 magnet", J.IEE Japan, Vol.114, No.12,
pp817-821, 1994
[3-3-6] KAERI/RR-1709/96, 초전도재료 응용기술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1997
[3-3-7] KAERI/CM-275/98, 초전도자기베어링을 이용한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
의 최적설계, 아주대학교, 1999
[3-3-8]] KAERI/CM-288/98, 초전도플라이휠 전력변환시스템 연구, 충북대학교,
1999
[3-3-9] 고온초전도 플라이휠 전력저장연구개발, 新エネルギ- 産業技術總合開發機
構, 平成 8 年
[3-3-10]

Fumihik

Temperature

Ishikawa,

et.

Super-conductivity

al,

Flywheel

Bearings",

pp177-193, 1995

- 302 -

Storage
VDI

System

BERICHTE

with

High

NR.

1187,

부 록
위탁과제 1
I. 제 목 : CVD SiC/C 복합소재 제조공정 연구
II. 연구수행기관 및 책임자 : 연세대학교 세라믹스 공학과, 최 두진
III. 연구기간 : 1997.7 ~2000.3
IV.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탄화규소는 높은 열충격 저항성과 부식성 핵분열 원소 차폐특성, 내마모성,
내부식성, 내산화성, 열전도율 및 불침투성을 갖는 신소재이다. 상기의 특성 때
문에 탄화규소는 흑연 또는 흑연섬유소재의 마모성 및 산화특성 등을 보완하
기 위해 화학증착 (CVD : Chemical Vapor Deposition)이나 화학침착(CVI :
Chemical Vapor Infiltration) 등의 방법으로 표면개질층 및 기지(Matrix)를 형
성하여 SiC/C 형태의 복합소재로써 원자력 재료, 구조재료등에

넓은 응용 및

잠재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화학증착
및 침착법을 통한 탄화규소 코팅막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공
정방법을 개발하여 기존의 탄화규소보다 더 나은 물성을 지닌 증착막을 얻고
자 한다.
V.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화학증착 탄화규소 코팅 기술은 고기능성 세라믹 코팅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로
서, 제품의 표면개질 측면에서 피 증착재료가 갖고 있지 않는 내산화성, 내부식성,
내마모성, 내확산성 등의 새로은 특성을 표면에 부여하여, 피증착재료의 수명과 품
질을 향상시켜, 제품을 고품위화 및 고부가가치화하는 핵심기술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1,2차년도의 연구개발 내용인 화학증착 탄화규소에 의한 표면 개질은 1) 다
양한 증착변수에 따른 화학증착막의 제조, 2) 증착막의 물성평가, 3) 공정변수에 대
한 이론적 고찰을 포함한다.
또한 본 연구의 3차년도의 연구개발 내용인 화학기상침착 탄화규소 복합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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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개발은 균일증착막의 제조를 목표로 한다. 또한 이러한 균일증착막을 제조를
위한 새로운 공정변수개발을 통해 고밀도 저기공율의 복합소제를 제조하여 그 특성
을 평가하고자 한다.

VI. 연구개발결과
가. H2 또는 N2 희석기체를 사용하여 제조된 따른 C/SiC 복합체의 닫힌 기공율
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1100℃에서 H2 희석기체를 사용하였을 경우,
침착된 미세구조는 whisker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다른 온도 영역 및 N2 희석기체
를 사용하였을 때는 columnar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나. 1100℃에서 H2 희석기체를 사용하였을시 whisker형태의 침착물이 생성되는 점
에 착안하여 연속적인 whisker 성장 및 채움 공정을 고안하였다. 2단계의 whisker
성장을 이용하여 제조된 C/SiC 복합체는 기존의 ICVI법을 이용한 것보다 높은 밀
도 및 낮은 기공율을 가지고 있었으며, 4단계의 whisker 성장을 이용하여 제조된
C/SiC 복합체는 2단계의 것보다 높은 밀도 및 낮은 기공율을 가지고 있었다.
다. whisker 성장 공정은 C/SiC 복합체 제조에 있어서, 섬유 프리폼이 가지고 있는
높은 기공율을 감소시키고, 기공구조를 변형시켜 반응기체의 침착을 용이하게 하여
복합체의 밀도를 증진시킴을 알 수 있었다.
라. 4단계 공정의 whisker 성장을 이용한 C/SiC 복합체의 꺾임 강도는 단일 공정보
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열분해 탄소 coating층의 최적화 두께는 0.1㎛임을 알
수 있었다.
마. TEM을 통해 whisker는 탄소와 나노 크기의 단결정 SiC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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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과제 2
I. 제 목 : CVI SiC 복합체 고밀도화 연구
II. 연구수행기관 및 책임자 : 연세대학교 세라믹스 공학과, 최 두진
III. 연구기간 : 2000.4 ~2002.3
IV.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여러 산업 분야에 응용성이 높은 탄화규소(SiC)는 높은 강도, 내열성, 내마모성,
내화학성, 열전도율 및 불침투성의 우수한 물성을 가진 소재이나, 탄화규소의 취성
파괴와 낮은 인성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취성파괴의 특성을 해결하기 위해 탄
화규소를 기지(matrix)로 하는 복합재료(composites)를 제조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
되고 있다. 복합체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반응기체가 확산을 통하여 섬유 보강재에
생성물을

형성함으로써

기지를

형성하는

화학기상침착법(Chemical

Vapor

Infiltration, CVI)이 사용된다. 이러한 CVI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성물들이 반응
기체의 침투를 방해하여 복합체 내부에 닫힌 기공을 생성하여, 밀도의 저하를 가져
오는 canning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CVI 법의 단점인 canning 현상을 해결하
기 위해 반응 기상의 침투 및 확산 경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공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 CVD SiC/C 복합소재 제조 공정 연구 ’ 에 의해 고안된 공정
기술을 이용하여 섬유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공의 크기 및 구조를 변형시킴
으로써 CVI 탄화규소-탄화규소 복합체를 제조하여 고밀도 공정의 최적화 공정 확
립 및 특성연구를 통한 원천 기술을 확립하고자 한다.

V.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1차년도는 CVI 탄화규소-탄화규소 복합체를 제조하여 고밀도의 복합
체 제조 공정의 요소기술 개발 및 연구로 1) 공정변수에 따른 미세구조의 변화 2)
공정변수에 따른 whisker 성장 조건 고찰 3) 복합체 밀도 개선 공정 개발을 하였으
며, 2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의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적층된 탄화규소-탄화규소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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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소재를 이용하여 CVI 고밀도 공정의 최적화 공정을 확립하여 그 특성을 평가하
고자 한다.

VI. 연구개발결과
가.

휘스커 성장(whisker-growing) 및 기지 채움(matrix filling) 공정을 통해,

기존의 ICVI 공정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오던 canning을 억제하여 닫힌 기공이
작은 고밀도의 단층 SiC-SiC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적층된 SiC-SiC 복합체에서의 휘스커(whisker) 생성조건을 알아보
았다.
나. 원료기체(MTS)의 유량을 단층에서와 같이 50 sccm으로 흘릴 경우 세선화된 탄
화규소 휘스커의 성장이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희석시킨 공정조건, 즉
MTS의 유량을 25 sccm으로 줄이고 온도에 따라 입력기체비 α= 20∼40으로 변
화시켜 세선화된 휘스커를 얻고자 하였다.
다. 휘스커 성장 공정 후의 기지 채움 공정을 하기 위하여 4시간의 침착 시간은 휘스커의 과
잉 생성 및 성장으로 인하여 복합체 내부에 미세한 기공들이 존재하여 반응물의 침투 및
확산경로를 방해하므로, 2시간의 침착 시간이 적당하리라 여겨진다. 침착온도 1100 ℃,
α= 20, 30 과 1150℃,α= 20 인 경우일 떄 생성된 탄화규소 휘스커가 물질 확산 경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정 조건으로 생각되며, 그 중 침착온도 1100 ℃, α= 20
가 가장 최적화된 탄화규소 휘스커 성장 조건이라 생각된다.
라. 생성된 휘스커의 직경 및 길이비를 보면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반응가스가 섬유 내부로 침투됨에 따라 적층 3번째 위치에서 반응기체의
depletion 효과가 일어나 휘스커 성장에 유리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마지막층의 휘스커가 감소하는 이유는 반응기체가 복합체의 첫째장에서 반
응하는 바와 같이 적층된 마지막 장에서도 반응가스의 침투가 일어나나 gas flow
의 영향에 의해 내부로 완전히 침투되지 못하여 휘스커의 성장이 줄어든 것이라
생각된다.
마. 실험을 통하여 휘스커의 직경 및 길이가 온도에 의해 변화가 큰 것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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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고갈효과(depletion effect)가 커져 반응물의
농도가 감소하여 복합체 내부의 반응기체의 희석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를 통
하여 휘스커의 성장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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