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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연료집합체에서 연료봉， 안내관， 계측관을 지지하는 지지격자체는 그 재질

에 따라 Zircaloy 지지격자와 Inconel 지지격자 두 종류가 있다. KOFA 원전연

료， 특히 14x14형과 17x17형은 7-8개의 지지격자중 최상단과 최하단은 Inconel
지지격자로 나머지 중간부분의 5-6개의 지지격자체는 Zircaloy 지지격자로 되어

있다. Zircaloy 지지격자는 각 구성격자들의 교차부위가 TIG 용접되어 만들어지

는데 용접부위는 지지걱자체의 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용접조건을 주의해

서 선택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지지격자체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지지격자 구성부

품을 용첩하는 방볍인 TIG 용접의 원리 및 특성을 기술하였고 TIG 용접된

Zircaloy 지지격자의 용접부위 건전성 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일련의 실험방법과 결

과에 대해 고찰하였다.

ABSTRACT

The spacer grid, which supports fuel rods, guide thimbles and
instrumentation tube , is classified into two types according to their
strap material , i. e. , inconel and zircaloy spacer grid. KOFA fuel of
14x14 type and 17x17 type has seven and eight spacer grids,
respectively. Two of them are inconel spacer grids which are

located in the upper most and the lower most part of the fuel
assembly. The other five or six zircaloy spacer grids are placed in

the intermediate region of the fuel assembly.
Zircaloy spacer grid is assembled by straps whose cross points are

welded by TIG welding method. Here, the welding conditions should
be determined carefully because they give a great effect on the
integrity of spacer grid. This technical report provides to give
some information about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spacer grid
and the basi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IG welding method. A
series of test which is conducted to evaluate the integrity of TIG
welded zircaloy spacer grid and their results have been also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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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프료
1.-

원전연료(Fuel assembly)는 연료봉(Fuel rod)과 안내관(Guide

thimble) , 계측관 (Instrumention tube)등이 지지격자에 의해 일정한 간

격을 두고 지지되어 있는 구조체이다.

따라서 지지격자체의 건전성은 전체 원전연료집합체의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지지격자체는 노심내에서 극심한 상황에서도 연료봉을 안정하

게 지지하며 충분한 기계구조적 성질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지격자체의 건전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두가지 요인운 지지걱자체의

재질과 격자 접합부위에서의 접합성여다. 지지격자체는 초창기에 주로

Inconel 718 합금으로 제조되어 왔으나 Inconel 718 합금은 원전연료집합

체의 경제성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인 중성자 흡수능이 높고 방사선

조사시 Co 58, Co 60 같이 인체에 해로운 원소를 발생하는 등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다른 재질에 비해 중성자 흡수율이 낮아 중성자 경제성이 높은재

질인 Zircaloy 합금을 대체 사용하여 제조하고 있다.

Zircaloy-4 합금은 Zirconium에 Fe, Cr, Sn , Ni 같은 원소를 첨

가한 합금으로 기계적 성질이 비교적 우수하고 중성자 흡수능이 작아 원전연

료집합체의 재질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는 부식성질에 좋지않은 영향을 준

다고 보고된1) Sn을 줄인 Low-Tin Zircaloy를 개량 원전연료에 사용하고

있다. KOFA 원전연료에는 Inconel 지지격자체와 Zircaloy 지지걱자체가

모두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14x14형 및 17x17형 KOFA 원전연료에는 원

전연료의 최상단 및 최하단 지지걱자체를 제외한 중간부위의 지지걱자체로

Zircaloy 지지격자체를사용하고 있다. Inconel 지지격자체의 내부격자판과

외부걱자판과의 교차점은 brazing 으로 접합하고 있으며 Zircaloy 지지격자

체는 내부격자판， 외부격자판， 지지격자 모서리의 세부분이 교차되어 끼워져



조립된 후 각 교차점과 모서리부위가 용접에 의해 결합된 Egg crater 형상

으로 각 교차점 부위의 용접은 Inert gas를 주입하어 용접대상체를 대기로

부터 보호하면서 용접을 행하는 TIG (Tungsten Inert Gas Welding) 용

접법이 사용되고 있다.

TIG 용접은 입열조절이 쉽고 비소모성 전극을 사용하기 때문에 용융만

으로 접합이 가능하나 높은 업열에 의해 열영향부가 커지고 용접부에 결함이

나 기공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특히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연료에 TIG용

접방법을 적용할 때는 엄걱한 품질관리와 용접변수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한

다. 한편 TIG 용접을 대신할 용접방법으로는 laser 용접이 많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방볍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laser 용접은 고밀도 에너지에 의

해 짧은 시간에 급속한 가열로 인한 용융과 응고가 진행되어 열영향부가 좁고

열에 의한 변형이 적은 특성이 었으나 재료의 반사도， 열전도도， 용접구조등

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plasma 생성에 의한 용융갚이의 감소등 아직 많은

제약이 남아있다.

laser를 이용한 지지격자체 용접은 이미 원자력 선진국인 미국， 독일

등지에서눈 실용화 단계에 있으며 laser 용접으로 제조한 원전연료가 상용으

로 발전소에 공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laser 용접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가 1987년 부터

본 언구소에서 2)-3) 계속되고 있으며 실용화가 곧 이루어질 전망이다.

본 보고서는 원전연료 집합체의 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지지격자

체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현재 Zircaloy 로 만들어진 지지격자체 구성부품을

용접하는 방법인 TIG용접의 원리및 특성을 기술하고 TIG 용접된 Low-Tin

Zircaloy 지지걱자체의 용접부위 건전성 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일련의 실험

방법과 결과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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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연L 효즈
'-- '--

2-1 지지걱자체 (Spacer grid assembly)의 구조

1) Inconell 지 지 격자

Inconell 718 합금으로 만들어진 지지격자체는 외부격자판 (Outer

strap) , 보통격자판 (Normal strap) , 중앙 격자판 (Dimple strap) 및 지

지격자 모서리 (Spacer grid corner)로 구성되며 격자판들이 교차되어 끼워

져 조립된 후 외부격자판과 내부격자판(보통격자판및 중앙격자판)의 교차점

은 brazing 방법으로 접합하고 모서리 부분은 점용접하게 되어 있다.

각 격자판에는 격자판의 조립을 위한 slot, 냉각재 혼합을 위한 혼합날

개 (Mixing vane) 및 Dimple, 지지걱자 스프링이 있으며 완성된 조립체의

각 격자에는 4개의 Dimple 과 2개의 지지격자 스프링이 위치하게 된다.

그림 1-5는 Inconell 지지격자 집합체의 개략도와 각 구성부품들을 나

타낸 그림이 다 4) ←7)

2) Zircaloy 지 지 격자

Zircaloy 지지걱자체는 Inconell 지지걱자체와는 달리 외부격자판

(Outer strap) , 체결걱자판 (Lock strap) , 스프링격자판 (Spring strap) ,

지지격자 모서리 (Spacer grid c orner) , Inconell 718 합금으로 만들어진

복합스프링 및 지지걱자 스프렁 (Spacer grid spring)으로 구성된다.

qJ



지지격자 집합체는 이들 구성품들이 조립되어 각 걱자판의 교차점을

TIG 용접한 Egg crater 형태로 각 격자에는 4개의 Dimple 과 1개의 스

프렁이 위치하고 있고 모서리 격자에는 Inconell 지지격자와 마찬가지로 4개

의 Dimple 과 2개의 스프링이 위치한다. 그림 6-12는 Zircaloy 지지격자

집합체의 개략도와 각 구성부품들을 나타낸 그림이다.잉-13)

2-2 지지격자체의 기능적 요구조건

1) 연료봉 지지

- 지지걱자체는 연료봉을 수평적， 수직적으로 안정하게 지지하며 원전

연료 집합체의 수명기간중 언료봉의 열팽창과 성장을 수용하여야 한다.

- 지지격자체는 연료봉이 냉각수 흐름으로 인해 발생되는 진동으로 손

상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스프링힘을 가져야 하며 과도한 스프링힘 이 국부적으

로 연료봉에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지격자체는 지진이나 LOCA에 의해 발생되는 수평 하중 (Lateral

force) 을 골격체 (Skeleton) , 인접한 연료집합체의 지지격자체， 나아가

Core baffle에 전달하여 연료봉 손상및 지지격자체 파손， 위치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2) 연료봉 간격유지

노심에서 연료봉의 pitch는 원전연료의 연료봉들 사이의 간격을 말하

는 것으로 노심의 핵적， 열수력적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걱을

유지하는 것 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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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사고및 운전상태에서 스프링 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설

계해야 하고 pitch 공차및 지지격자판 사이의 간격， Dimple의 높이가 정확

하게 맞도록 설계하고 설계에 맞게 제조하여야 한다.

3) 냉각재 혼합

지지격자체는 연료집합체의 길이를 따라 위치해 있어서 냉각재 흐름을

와류로 만드는 원인이 되며 격자판이 Egg crater 형태이기 때문에 압력강

하를 일으킨다. 이 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열속 구역 (High heat flux

area) 에서 지지격자에 혼합날개 (Mixing vane)를 설치하여 냉각재의 혼

합을 촉진한다.

4) 안내관 지지

안내관은 연료집합체의 최상단에서 부터 최하단까지 뻗어있어서 노심내

로 제어봉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지지걱자체는 안내관

이 정상 또는 사고운전시 제어봉삽입을 방해하지 않고 충분한 직립성이 유지

되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5) 계측관 지지

계측관은 연료집합체의 최상단에서 부터 최하단까지 뻗어 있어서 연료

집합체의 밑부분으로 부터 계측장비의 삽입과 제거를 가능하게 하는 경로를

제공한다. 지지격자체는 계측관이 계측장비의 삽입과 제거를 원활히 하기 위

해 충분한 직립성이 유지되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3



2-3 TIG 용접의 원리

TIG 용접 (Tungsten Inert Gas Welding)은 GTAW 용접 (Gas

Tungsten 아아코 Welding) 이라고도 불리우는 아아코 용접방법의 하나

로 Inert gas 분위기 하에서 비소모성인 텅스텐 전극봉과 용접대상체 사이에

아아코 를 발생시켜 접합 시키는 방법이다.

2-3-1 아아크 (Arc) 발생

폐쇠회로에 전류가 흐르면서 빛과 열을 발생시키는 방전현상을 아아크

라 하는데 용접에 사용하는 아아코는 그림 13 과 같이 용접봉을 호울더

(Holder) 에 끼우고 모재에 가까이 하여 직류 또는 교류를 통하여 발생시킨

다. 이때 발생되는 아아코는 보통 6000°C 이상의 고열로 많은 열을 좁은 부

위에 공급할 수 있다.

아아크는 대단히 강한 빛과 열을 내므로 육안으로는 관찰할 수 없고

적당한 보호유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

아아크 코어는 용접봉과 모재가 직선적으로 이어진 가장 캉렬한 빛을

내는 부분으로 보통 아아크 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아아크 코어 부분의 길

이를 말한다.

2-3-2 TIG 용접 에 사용되는 전류

TIG 용접은 직류， 교류전원 어느것이나 사용가능한데 직류전원은 그

극성에 따라 용접결과가 달라지므로 용접대상체의 재질에 따라 용접전류의 극

성을 잘 선택하여야 한다.사용전류와 극성에 따른 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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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류 정극성 (D. C straight polarity)

전극이 (-)이고 용접대상체가 (+)인 상태로 전자가 전극에서 모재측으

로 흐르며 Inert shielding gas 의 가스이온은 반대로 흐른다. 따라서 모

재부분을 더 많이 가열하며 역극성을 사용했을 때 보다 앓은 전극을 사용할

수 있어 폭이 좁고 용압이 깊은 용접부를 얻을 수 있다.

(2) 직류 역극성 (D. C reverse polarity)

직류 정극성과는 반대로 전극이 (+) 이고 용접대상체가 (-) 인 상태로

전자가 모재에서 전극으로 흐르며 가스이온은 전극에서 모재로 흐른다.

전자가 전극부분으로 많이 흐르게 되어 전극이 고온으로 가열되며 끝이

녹기 쉽기 때문에 정극성과 동일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전극지름이 정극성을

사용했을때 보다 굵어야 한다. 굵은 전극을 사용해서 낮은 전류로 용접을 시

행하기 때문에 용접부는 폭이 넓고 얄은 형상이 된다.

역극성의 또 하나의 특정은 가스이온이 모재에 충돌함으로서 용접대상

체의 산화물이 파괴되는 청청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청청작용으로 용접대상

체의 산화막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산화막 이나 용융점이 높

은 산화막이 있는 급속이라도 용접이 가능하다.

그러나 역극성은 전극을 가열하여 그것이 녹아 용접부위에 침투할 우려

가 있고 발생 아아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로 교류 용접을 사용한다.

(3) 교류 (A. C)

교류 용접은 직류 정극성과 역극성을 합성한 전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두 방법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어 TIG 용접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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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즉 아아코가 안정되어 지속적인 용접이 가능하고 전극을 모재에 접

촉시키지 않아도 아아코가 발생되어 전극의 수명이 길고 산화막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용입깊이가 갚다. 그림 15는 TIG 용접에서 사용하는 용-접전류의 특

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그렴이다.

2-3-3 TIG 용첩의 특정

TIG 용접은 전극으로 순수한 텅스텐이나 텅스텐 합금봉을 사용하고 용

접시 주위로 부터 산소와 질소가 모재내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위해 He 이나

Ar 같은 Inert gas 를 주입하면서 용접하는 아아코 용접의 하나 이다.

그림 14는 TIG용접과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그림으로 Electrode

holder에 텅스텐 전극봉을 끼우고 Inert gas를 불어 넣으면서 모재에 아아

코를 발생시켜 접합한다. TIG 용접은 입열조절이 쉬워 밟은 급속의 접합에

좋은 방법이며 전극봉이 비소모성이어서 filler metal 첨가없이 단지 용해에

의해서만 접합이 가능한 용접 process 이다. 그러나 발생되는 아아코 가

매우 고온이기 때문에 융점이 낮은 금속 (Pb， Sn, Zn) 의 용접에는 사용할

수 없고 내화성 산화물을 만드는 알루미늄 혹은 마그네숨의 용접시 대기에

노출되면 산소나 질소의 침투로 취약해지기 쉬운 타이타늄이나 지르코늄 같

은 반응성이 강한 금속의 용접에 유용한 방법이다.

TIG 용접이 우수한 용접성능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상엽적으로

SMA (Shielded Metal 아아크 ) 용접 이 나 Submerged 아아크 용접방법

에 비해 사용빈도가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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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 용접은 소모성 전극을 쓰는 다른 아아크 용접보다 작업속도가

느리다.

- 텅스텐 전극봉으로 부터 텅스텐이 용접대상체로 침투하여 단단하고

취약한 텅스텐 불순물을 만든다.

- 다른 용접방법에 비해 고가인 텅스텐 전극봉과 Ar, He 가스를 사용

하므로 경제성이 약하다.

- 용접장비가 다른방법에 비해 고가이다.

- 고온에 의한 용접이기 때문에 열영향부가 코고 용접부에 결함이나

기공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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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IG 용접된 지지격자의 건전성 평가

3-1 서 언

현재 원전연료(주) 에서 만들고 있는 원전연료 집합체중 지지격자는

TIG 용접방법에 의해 제작되고 있다. 용접된 지지격자의 건전성 평가는 시

방서에 기술되어 있는 방법에 의거 시행하며 Zircaloy 지지격자의 경우 외관

검사， 내부 조직검사， 부식실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관검사는 한도견본파 비교하여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며 용접시편의

내부장태는 광학현미경 조직사진을 찍어 검사하고 부식시험으로논

Immersion test 로 지지격자체의 부식성질을 판단한다.

이 장에서는 실제로 TIG 용접된 Low-Tin Zircaloy 지지격자집합체

를 가지고 용접후 용접결과에 대한 검사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3-2 용 접

Zircaloy지지격자 집합체 TIG 용접은 제조절차서에 따라 원전연료

(주)에서 수행 되었으며 용접부위 및 용접조건은 표 1-3, 그림 16과 같다.

3-3 용접부 건전성 평가

(1) 용접부위 외관 검사

외부 용접부의 건전성은 한도견본과 비교하여 판단하며 시방서 1이 -16) 에

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은 용접부위가 변색되지 말아야 하며 용접된 표면은

일정하게 매끈하고 눈에 보이는 균열 및 구멍이 없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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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된 부위는18) 시방서에서 요구한 조건을 대체로 만족하고 있어 TIG

용접이 찰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내부 금속 조직검사

TIG 용접된 용접부위의 내부는 현미경으로 조직사진을 찍어 건전성 여

부를 판단하였다. 현미경사진은 용첩부위의 결합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25

배 현미경 사진을 찍고 내부 금속조직의 변화를 보기위해 200배의 사진을 찍

었다. 시방서에서는 용접 두께의 10% 아내의 꽁꽁， 균열， 외부 불순물등은

허용하고 이보다 큰것이 발견되면 불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 17-21은 용접부위 각 위치에서 최대전류， 최소전류로 용접했을때

의 25배 조직사진으로 모든 용접위치에서의 원자 결합정도가 매우 양호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대전류와 최소전류로 용접했을때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모두 양호하였다.

TIG 용접은 일반적으로 산소 아세틸렌 용접보다 높은 온도(약6000°C)

로 용접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재의 금속조직을 변형시킨다.

지르칼로이는 온도에 따라 크게 두가지의 결정구조를 갖는데 상온에서

는 RCP 구조를 가지는 a구조를 나타내고 1000°C 이상의 온도에서는 BCC

구조의 P구조를 갖는다.

용접부위는 고온의 열이 국부적으로 가해져서 용융되었다가 공냉에 의

해 급속 냉각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지르칼로이의 경우 13 - Quenching 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13 - Quenching은 1000° C 이상으로 가열하였다가 수냉시키는 조

작으로 인발 (extrusion) 이나 마지막 고온 제조공정 (hot working step)

전에 수행하는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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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3 - Quenched 구조는 냉각속도와 산소농도의 변화에 따라

Lenticular α， Parallel plate a , Basketweave α， martensite의 4가

지 형태를 가진다. 17) Lenticular a는 냉각속도가 작을 때 나타나는 조직으

로 불규칙한 입계내에 조대한 plate가 배열되어 있는 구조이며 냉각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Parallel plate <x로 변화하게 된 다 14). Parallel plate 양

이 전 p 구조의 habit plane에 형성되는 Widmanstat ten 구조로

Intemellic compound의 미세한 입자가 platelet boundary에 석출된 @

- zirconium platelets 로 구성된다.

Basketweave a구조는 좀 더 냉각속도가 클 때 나타나는 조직으로

Parallel plate a 와 마찬가지로 a - zirconium platelets가 입자내의

plane에 석 출된 Widmanstatten 구조를 나타내며 Parallel plate a 구

조 보다 plate 폭이 적고 날차로운 형태이다. 냉각속도가 2000° cis를 넘게

되면 확산없이 변태되는 martensite가 나타나며 그 형상은 ferrous

martensite와 거의 같다.

냉각속도와 함께 J3 - quenched 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산소농도로

써 냉각속도를 일정하게 하고 산소농도를 증가시켰을 때 Basketweave a 

Parallel plate a - Lenticular α 로 미세조직이 변하게 된다.

그림 22 , 23은 TIG 용접된 지지격자체 각 부위의 200배 현미경 조직

사진으로 최대전류， 최소전류로 용접했을때 모두 J3 - quenched

structure 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각 부위의 미세 조직은 주로 Parallel plate a 구조를 나타내었으며

부분 부분에 Basketweave α 구조를 볼 수 있었다.

용접전류의 변화에 따라서는 크게 다른 형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아

용접전류가 용접부위의 미세조직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관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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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식 실험

지지격자 집합체는 원자로 운전기간동안 약 286 0 C 고온의 냉각수에

담거져 있어 부식에 의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부식은 전기화학반응으로 노심내에서 냉각수에 포함되어 있는 이온들

과의 화학반응에 의해 지지격자 집합체가 손상을 입게된다.

Zircaloy-4 합금은 지르코늄에 Fe, Cr , Ni, Sn 등이 첨가된 합금으

로 Fe, Cr, Ni 는 내부식성을 향상시킨다. 이 세윈소는 p 상 안정화 원소

로 1000 °C 이상에서는 p 상으로 급속히 용해되며 a 상 변태 시작전 온

도에서는 grain boundary particles 의 형태로 석출된다. Sn 은 지르칼

로이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지만 부식성질에 좋지않은 영향이 있다고 보

고되어 Sn 함량을 기존 Zircaloy-4 의 1. 2-1. 7% 보다 적은 1. 2-1. 45%

로 낮춘 Low-Tin Zircaloy 가 사용되고 있다. Tin 의 함량을 줄인외에

Low -Tin Zircaloy 합금은 좀더 미세한 f3 - grain을 얻고 내부식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량의 Si 를 첨가하고 있다. 제조공정중에 흔입되는 N ,

H 등은 부식성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방서에서 규정한 규정

량 이상 혼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부식은 전기화학 반응이어서 대상금속의 전위가 부식성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용접부위는 모재와는 다른 전위를 갖기 때문에

모재와 다른 부식성질을 나타내리라 생각된다.

금속의 부식성질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대상금속을 사용하

고자 하는 조건에 사용기간동안 방치해 두는 것인데 이 방법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며 또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다.

끼‘u
1,.
4



시방서에서는 350 0 C, 1일이나 300 0 C, 3일동안 고압의 가압수에 담

가두어 한도시편과 비교하여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있다.

본 실험에서는 350 0 C, 168 기압의 가압수에 지지격자 집합체를 하루

동안 담가두어 한도견본과 비교하였다.

시험결과1에 용접부를 포함한 시편전체에 훤 피막은 보이지 않고 균일한

검은 피막이 생성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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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결 론

Low-Tin Zircaloy 로 제조된 지지격자 집합체를 TIG 용접하고 공정

자격인증을 위한 실험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용접된 지지격자 집합체 각 부위의 외부상태는 양호하였으며 균

열 빛 구멍은 발견되지 않았다. 용접표면은 돌출된 부분없이 일정하게 매끈

하였고 원자결합상태도 만족스러웠다.

둘째， 전자광학 현미경으로 25배와 200배 용접부워 조직사진을 쩍어본

결과 용접상태는 양호하였고 내부 기공이나 균열은 관찰할 수 없었다.

모든 용접부위의 금속조직이 ~ - quenched구조를나타내었으며 안정된 상

임을알수있었다.

셋째， TIG 용접된 지지격자집합체를 350 0 C, 168 기압의 가압수에

하루동안 담근 후 표면상태를 한도견본과 비교한 결과 용접부를 포함한 시편

전체에 흰피막은 관찰할 수 없었고 균일하게 검은 피막이 시편 전체를 덮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Low-Tin Zircaloy로 제조된 지지격자집합체의 TIG 용접부위

는 관련 시방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서 용접과 관련된 용접조건들은

타당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a1,
l



Fig 1. qche11latic f~ature of the inconel spacer grid
(17x17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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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mple strap - inconel SG of 17x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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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ormal strap - inconel SG of 17x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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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uter strap - inconel SG of 17x17

b Slot 8

Strap End

Fig 5. Spacer grid corner - inconel SG of 17x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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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hematic feature of the zricaloy spacer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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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pring strap - zry. SG of 17x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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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Outer strap - zry. SG of 17x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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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pacer grid spring - zry. SG of 17x17

Fig 12. Combined spring - zry. SG of 17x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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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ion of travel

Fig 13. Schematic feature of Tig wel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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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elding condition for the crosspoints of inner straps

Welding spot Crosspoints of inner straps

Material Zry-4 sheet

Dimensions O. 55 mm / O. 55 mm

Welding process Argon arc in protection gas chamber

Welding equipment Protection gas box with fixing device for
mounted spacer.
Protecton gas: ARGON (purity;99.996%)
Tungsten electrode. optional with approx.3%
thorium.
Electrode diameter : <\l 1. 6mm
Top grinding approx. 20°
Ceramic protection tube diameter 4.0xtO. lmm
Free length of top electrode approx. 3.5mm.
Positioning device with CNC contro l.

Welding unit Euromatig 25L (Messer-Griesheim) with built
in welding time contro l.
Digital indication of welding current.

Welding parameters Flowrate of gas : approx. 40 l/min.
Rinsing time : approx. 5 min.
Distance of electrode to welding sp ot is
approx. 0.6mm
Automatical torch adjustment : approx.
1. Omm after reaching of welding current.

Setting of welding Module I : Current 76 + 2 A
unit Time 0.3 sec

Module 2 : Current 76 + 2 A
Time 0.0 sec

Duration current for arc during positioning:
appromlx. 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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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Welding condition for the outer welding of Zry spacer grid

Welding spot Connection between spacer corner/outer
and inner straps ‘

Material Zry-4 sheet

Dimensions o. 55 mm / O. 55 mm

Welding process Argon arc in protection gas chamber

Welding equipment Protection gas chamber with cooling piece
(option:water cooled) for reception of spacer
Protecton gas: ARGON (purity:99.996%)
Tungsten electrode. optional with approx.3%
thorium.
Electrode diameter : <I> 1. 6mm
Top grinding approx. 20°
Ceramic protection tube diameter 4. Oxt 1. Omm
Free length of electrode tip : approx. 3.5mm.

Welding unit Euromatig 25L (Messer-Griesheim) with built
in welding time contro l.
Digital indication of welding current.

Positioning device Multiple axis positioning system with servo
moter‘

Welding parameters Distsnce of electrode to welding spot :
approx. 0.6mm

Frow rate of gas : approx. 40 l/min.
Pre-Rinsing time : approx. 3 min.
Length of weld seams:

LA and LC approx. 5.1 mm
LC approx. 8. 1 mm

Holding time before movement of electrode
approx. 30 sec

Adjustment of welding unit
seam LA/LB : module 1 25 + IA

module 2 25 + IA
seam LC module 1 28 + IA

module 2 25 + lA
Life current approx. 5A for duration of arc
during positioning between LA/LB/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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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elding condition for the corner welding of Zry spacer grid

Welding spot Spacer corner with through-going fillet seam

Material Zry-4 sheet

Dimensions o. 55 mm / O. 55 mm

Welding process Argon arc in protection gas chamber

Welding equipment Protection gas box with fixing swivelling
device for spacer.
Protecton gas : ARGON (purity : 99.996%)
Tungsten electrode. optional with approx.3%
thorium.
Electrode diameter : <l> 1. 6mm
Top grinding approx. 20°
Torch holding device with vertical guidance in
3 axis. manual handling

Welding unit Euromatig 25L (Messer-Griesheim) with built
in welding current and time.
Digital indication of welding current.

Welding parameters Flowrate of gas : approx. 50 l/min.
Rinsing time : approx. 5 min.
Distance of electrode to welding spot is
approx. 0.5mm
Welding current : 15 + lA
Welding time :according to handling
Movement of electrode : according to manual
handling

Welding sequence Sequence of welding is left to the operator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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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Welding position of zry. spacer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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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n

(b) Max

Fig 17. Microsection of weld part at the lsite (x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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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n

(b) Max

Fig 18. Microsection of weld part at the 2b site (x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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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n

"

(b) Max

Fig 19. Microsection of weld part at the 3a site (x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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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Microsection of weld part at the 4a site (x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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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n

(b) Max

Fig 21. Microsection of weld part at the 4b site (x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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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n

(b) Max

Fig 22. Microsection of weld part at the 2c site (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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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n

(b) Max

Fig 23. Microsection of weld part at the 3b site (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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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요처의aser -0 닙격

1. 서 언

원려와 걷?-..9
o 0

현재 지지격자 집합체는 TIG 용접법으로 용접하고 있으나 고도의 안전

성을 요구하고 있는 원전연료의 특성상 좀 더 용접부의 안전성을 기약할 수

있고 원전연료의 성능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용접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TIG 용접법은 다른 용접법에 비해 비교적 앓고 대기와의 반응성이 캉

한 Zircaloy같은 금속의 접합에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아아크의 온도가

6000° C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용접부위가 높은 열로 인해 비교적 열변형이 많

고 심한경우 용접부위에 구멍을 낼 수 있어 용접시 주의를 하여야만 한다.

TIG 용접법을 대신하여 지지걱자 집합체를 접합할 수 있는 용접방법으

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이 laser를 이용한 용접방법이다.

이미 독일이나 미국같은 원자력 선진국에서눈 원전연료 집합체 용접시

laser를 이용한 용접이 실용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원자력 연구소콜 중심

으로 실용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Laser 용접은 고밀도 에너지에 의해 순식간에 급속한 가열로 인한 용

융과 응고가 매우 짧은 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용접방법에 비해 얼영향

부가 좁고 열에 의한 변형이 적은 특성이 있어 특별히 정밀한 용접을 원하는

원전연료 집합체의 용접에 적합하다.

본장은 우리나라 원전연료 집합체 제조에 곧 도입되리라 폐상되는

laser 용접의 원리와 응용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2. Laser 용접의 원려

Laser 는 1960년 Maiman 에 의해 처음으로 ruby laser 가 실험된

이후 종류도 다양해지고 출력도 증캉되면서 산업분야에서의 응용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Laser 는 그 발생원에 따라 크게 solid state laser와

gas laser로 구분된다.

두 방법 모두 전자파에 의한 전자나 이옹의 여기로 열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2-1 Solid State laser

천이금속이나 희토류 금속을 소량 함유한 단결정이나 유리가 강력한

incoherent 가시광선을 받으면 함유되어 있는 천이금속이나 희토류 금속의

전자가 선택적으로 여기하게 된다.

일단 어기된 전자는 그림 A-I과 같이 한번 또는 그 이상의 단계를 거

쳐 원래 상태로 되돌아 가는데 각 단계에서 전자는 에너지를 손실하게 된다.

Laser 는 이러한 에너지 손실로 인해 나타나는 photon 의 방출로 발

생된다.

Solid state laser 의 가장 보편적인 것은 소량의 Cr 원자를 함유한

Al20 3 로 구성된 ruby 결정으로 ruby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xeon 이나

krypton flash lamp의 캉렬한 빛이 노출되었을 때 Cr 의 전자가 고에너

지 상태로 여기되어 중간적인 에너지 주위로 천이될 때 열을 발생시키고

0.69 μm 의 파장을 가진 photon의 방출로 기저상태 (Ground state)로 돌

아가는데 이 때 laser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림 A-2는 solid state laser

system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2-2 Gas laser

Gas laser 는 그럼 A-3과 같이 tube 내 에 laser gas mixture 를

순환시켜 광선에 의해 gas 가 선택적으로 여기함으로써 laser 를 발생시키게

된다.

대부분의 gas laser는 milliwatt 정도의 출력을 나타내나 argon

laser는 수십 watts 출력을 낼 수 있고 CO 2 laser는 수 kilowatt 정도의

출력능력이 있다. CO 2 laser는 산업계 이용에 가장 바람직한 gas laser

로 전기 방전에 의해 CO2 분자가 여기되어 기저상태로 되돌아 오변서

photon을 방출시켜 laser 를 발생시키게 된다.

2-3 Laser를 이 용한 용접

Laser 를 이용한 용접은 특성상 고밀도 에너지에 의해 급속한 가열로

인한 용융과 응고가 짧은 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양질의 접합부를 만들기 위

해서는 충분한 에너지가 용접대상체에 전달되어야 한다.

Laser 용접은 전도제한방식 (conduction limited manner) 과

keyhole 효과에 의해 용접을 수행하는데 전도제한방식은저출력 laser 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beam이 금속표면에 입사하역 재료내부가 표변으로 부터

의 열전도에 의해서만 용융되는 용접방식이다.

Keyhole 용접방식은 너비와 용융깊이의 비가 큰 용접부위를 용접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강한 에너지가 용접대상체에 입사됨으로 해서 부분적으

로 기화되는 용융급속에 의해 생성되는 증기공공(vapor cavity)으로 beam

에너지가 직접 침투하게 되어 재료의 열전도도에 의해 용융갚이를 제한 받지

않아 전도제한방식에 의한 용접보다 깊은 용융갚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A-4는 keyhole 효과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그림으로 생성되는

증기공공은 기화금속의 압력에 의해 주위에서 발생하는 용융금속의 동적유체

힘을 상쇄 시킴으로써 용접하는 동안 잔폰하게 된다.

Laser beam의 power는 pulse 에너지와 pulse 지속시간에 의해 결

정되며 용접대상체 표변에서의 power intensity는 focusing optics 과 모

재와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조절된다.

용입갚아 (penetration depth)는 laser의 특성 (peak power 와

pulse 폭)과 재료의 물리적 특정(반사도， 열전도도， 용융점)에 따라 변하며

보통 pulse 에너지와 pulse 지속시간을 증가시키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열전도도가 좋은 재료는 받은 열을 주위로 빨리 전달시키기 때

문에 용입갚아가 낮아지며 이런 재료의 경우 높은 peak power로 pulse 지

속 시 간이 짧은 laser 가 필요하다.

현재 pulsed solid state laser system의 최대 용입 깊이는 1/16

inch 이다.

CO2 laser 같이 연속적인 power로 용접하는 경우 용접 power가 높

으면 모재를 승화시켜 모재 함유원소의 이옴화가 진행되는데 이것은 모재위에

plasma를 발생시킨다. plasma는 laser beam을 흡수해서 모재로 업사되

는 beam 에너지를 감소시켜 용입갚이가 감소되므로 plasma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Plasma는 용접부위에 inert gas를 주입시커 형성된 이온을 날려벼림

으로써 없앨 수 있다.

3. Laser 용접의 특징

1) 모재에 입사되는 열이 작기 때문에 HAZ 부분이 적고 용접부위의

열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2) 금속적으로 양립하기 힘든 두가지 급속(물리적 성질， 전기저항， 크

기와 질량등이 다른 급속) 의 용접이 가능하다.

3) 열원이 빛이기 때문에 모재와의 전기적 접촉이 불필요하고 고속의

자동화 용접 이 가능하다.

4) 용접부위를 정확히 용접할 수 있다.

5) Laser beam이 금속 개재물에 우선적으로 흡수됨으로써 개재물을

승화시켜 용융부의 순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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