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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고성능 지지격자 구조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경수로형 핵연료집합체에서 지지격자체는 핵연료 수명기간 내내 정상적인 노심운

전조건하에서 노심내의 연료봉들을 핵연료 수명기간동안 수직 및 수평의 제 위치에 있

도록 건전하게 지지하는 기능과 연료봉 사이에 냉각수로를 형성하여 연료봉으로부터 

냉각재로 열전달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지격자체는 핵연료의 성능

을 향상시키기 위한 Hardware 개선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구조부품이다. 

그 동안에 국내에 축적된 핵연료 Hardware 개발기술 수준을 살펴보면 이제 초보

단계를 겨우 벗어나고 있는 상태인데다 외국의 핵연료 공급자들은 현존 국산연료에 비

해 성능이 향상된 최신 핵연료를 개발하여 설계기술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국내 핵연

료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고유 핵연료를 개발하지 못하고 

외국의 신연료 기술도입에만 치중할 경우 핵연료 기술의 자립화는 상당히 요원해 질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안 국내에 축적된 핵연료설계기술 및 제조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외

국의 선진 지지격자로부터 기술 독립권이 확보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지지격자 모형

들을 도출하고 또한 지지격자체 개발과 관련된 기계/구조적 기반기술들(해석기술 및 시

험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는 국내 핵연료개발기술의 자립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WTO체제하에서 외국의 핵연료시장에서 경쟁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지지격자 최종모형을 도출하고 도출된 최종모형들에 대해 5×5셀 및 8×8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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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체를 제조하여 노외 성능시험(기계/구조적 및 수력적 특성시험)을 수행하 다. 이들 

특성시험 결과를 토대로 전체 격자체로 셀을 확장하여 최종모형의 상세설계를 수행하

다.

2. 지지격자 개발과 관련된 기계/구조적 기반기술들을 확립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해석

기술과 시험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시험장치를 구축한다. 

1) 연료봉 진동시험

지지격자로 지지된 연료봉의 진동시험장치를 구축하고 주후보 지지격자 및 상용 

참조 지지격자로 지지된 모의 연료봉의 진동시험을 수행하 다. 개발된 주후보 모형 2

종은 현재 상용으로 사용하는 참조형 지지격자와 대등하거나 좋은 지지성능을 나타내

었다. 

2) 부분핵연료집합체 제작 및 부분집합체의 FIV 시험장치 구축 

5개의 지지격자체, 2개의 안내관, 및 23개의 모의 연료봉으로 구성된 5×5형 부분

집합체를 제작하 다. 부분집합체는 상용 핵연료 부품으로, 한전원전연료주식회사의 제

작공정을 이용하여 만들어 졌다. 이 부분집합체는 향후 집합체의 진동시험과 FIV 시험

에 이용될 예정이다. 또한 부분집합체의 유체유발진동시험을 수행할 FIV 시험장치를 

구축하 다. 만들어진 FIV 시험장치는 유체유발진동특성 시험 외에 5×5 지지격자의 

압력강하시험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3) 연료봉 진동해석기술 연구

핵연료봉과 지지격자 스프링이 넓은 접촉면적을 갖는 경우, 핵연료봉의 진동특성

을 파악할 수 있는 유한요소해석모델을 개발하 다. 개발된 모델은 먼저 접촉해석을 

수행하여 실제 핵연료봉과 지지격자가 접촉하는 형상을 찾아낸 후 그 접촉정보를 진동

해석에 이용한다. 개발된 모델을 이중판 지지격자에 적용하여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4) 부분집합체 진동해석 기술

안내관이 1개, 2개 및 4개인 경우에 대한 5×5형 부분집합체의 진동해석을 수행

하 다. 기존에는 핵연료집합체 전체를 하나 혹은 두 개의 빔으로 간략하게 모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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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본 연구는 지지격자 스프링으로 지지되어있는 연료봉 20여개와 지지격자와 용접

된 안내관 1~4개를 사실적으로 모델하여 해석하 다. 이런 방법으로 집합체 전체의 모

드뿐만 아니라 단일연료봉의 모드도 모두 얻을 수 있었다.

 

5) 연료봉 FIV 해석 기술

양단이 굽힘 스프링으로 지지된 연료봉의 축류유체유발진동해석 모델을 개발하

다.  개발된 모델은 이론적인 모델로서, 연료봉의 진동은 1차모드가 지배적이라는 가정

하에 일차 모드 하나 만을 이용하는 근사 모델이다. 진동변위 계산에 필요한 일차 모

드식과 고유진동수식은 라그란지 방법을 이용하여 유도하 다.

6) 격자 형상최적화 방법론 연구

격자판의 형상 최적화는 여러 형상의 고유모형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성능시험을 

통해 고유모형의 실현성과 그 성능에 관한 문제점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적의 격자판 

형상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지지격자를 설계하기 위한 기능 요구조건과 설계변수들

간의 독립적 관계를 정립하여 하나의 요구조건에 하나의 설계변수들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립하 다. 격자판 형상최적화는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과 설계 민감도를 계

산할 수 있는 최적설계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수행하 다.

7) 프레팅마멸 기구 규명 및 해석

노내에서의 연료봉 유체유발진동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접촉 전단하중의 경로를 

분석하 으며 접촉부의 형상에 따른 접촉응력장 해석기술을 개발하 다. 이로부터 연

료봉/지지격자 사이의 접촉면에 형성되는 전단응력장을 구하고 특성을 분석하 다. 프

레팅마멸의 발생기구를 마찰에너지의 방출 또는 표면 균열 성장으로 보아 접촉면 전단 

응력장으로부터 마찰에너지의 방출을 계산하는 방법을 확립하 을 뿐 아니라 접촉물체 

내부의 응력장을 구하여 접촉부 경계에서 성장하는 균열을 해석하 다.

8) 지지격자 기계/구조적 성능해석 기술 확립

지지격자 지지부의 특성을 모사할 수 있는 비선형 해석절차를 확립하 으며, 해석

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시험 결과와 비교/검증하 다. 또한 격자체의 정적 좌굴해석 및 

동적 충격해석을 수행하여 성능시험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검증하 으며, 이들 해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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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시험 결과를 잘 모사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9) 지지격자체 시험과 관련된 시험장치 구축

가) 지지격자체 기계/구조적 성능평가 시험

격자체의 동적 충격특성은 가상의 조건하에서 격자체가 연료봉의 냉각이 가능하

도록 하기 위한 냉각재의 경로와 노심의 긴급정지를 위한 제어봉의 삽입경로를 보장하

기 위한 기초자료이다. 도출된 지지격자 최종모형에 대해 시편을 사용하여 핵연료의 

운전온도에서 충격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충격시험장치를 구축하 다.

나) 핵연료봉의 진동 시험 장치

지지격자체로 지지된 핵연료봉의 진동특성시험은 지지격자 스프링의 비선형성 때

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해머에 의한 충격가진을 사용할 수 없고, shaker에 의한 가

진 입력의 사용 및 그 입력수준을 임의로 조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력조절 장비가 필

요하다.  본 과제는 충격해머에 의한 진동시험과 되먹임 조절되는 가진기에 의한 진동

시험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시험장치와 데이터 취득장치를 구축하 다. 구축된 시험

장치 및 데이터 취득기 등은 단일연료봉의 진동시험은 물론 향후 부분핵연료집합체의 

진동시험에도 활용될 수 있다.

다) 프레팅마멸 시험장치

본 과제에서 고안된 지지격자 스프링의 프레팅마멸 저항성을 비교하기 위해 연료

봉과 지지격자 스프링이 접촉한 상태로 진동을 하는 상온 미끄럼 프레팅마멸 시험 장

비와 간격이 있는 경우를 접촉조건으로 할 수 있는 상온 미끄럼/충격 프레팅마멸 시험 

장비를 설계/제작하 다. 개발한 장비들은 무단 변속의 서보모터 구동에 의해 회전운동

을 직선운동으로 전환하는 기구를 사용하 으며, 마멸시험 중 수직 및 전단 하중, 진

폭, 그리고 진동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다. 한편 마멸시험의 종료 후 

연료봉 시편의 표면에 발생하는 마멸면의 측정을 위해 표면 거칠기 측정장비를 도입하

여 깊이와 폭을 분석하 고 마멸부피를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1. 지지격자 최종모형 2종을 선정하여 각 모형들에 대하여 국내특허 및 미국특허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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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 고 아울러 각 지지격자 모형들에 대하여 5x5셀 및 8x8셀 격자체 시제품을 제조

하 다. 제조된 격자 시제품들에 대한 기계/구조적 특성을 상용 핵연료에 사용된 참조

연료와의 비교시험을 수행하 으며 기 출원된 고유모형 중에서 1종은 미국 특허가 등

록되었다.

2. 지지격자 개발과 관련된 기계/구조적 기반기술들을 확립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해석

기술과 시험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시험장치를 구축함. 

1) 연료봉 진동시험

주후보 모형 두 종과  참조용(상용으로 사용중) 지지격자로 지지된 연료봉 진동시

험을 수행하 다. 진동시험은 핵연료봉의 비선형 진동특성을 감안하여 가진력을 조절

하면서 sine sweep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본 과제의 두 주후보 모형 지지격자는 

참조용 지지격자와 대등하거나 우수한 지지성능을 보여주었다. 

2) 연료봉 진동해석기술 연구 

연료봉과 지지격자 스프링의 접촉현상을 반 하기 위하여 새로운 유한요소모델을 

제안하고, 최근에 개발된 이중판 지지격자로 양단 지지된 570mm 봉, 5점 지지된 

2189mm 봉 및 8점 지지된 3847 mm 봉의 해석에 적용하 다. 제안된 모델로 계산한 

고유진동수와 모드형상은 기존 모델보다 실험데이터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론적으로, 접촉면적이 큰 지지격자 스프링으로 지지된 연료봉의 진동해석은 개

발된 모델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 부분집합체 진동해석기술 연구

21개에서 24개의 연료봉, 1개에서 4개의 안내관, 그리고 5개의 지지격자로 구성된 

5×5 부분집합체에 대한 3차원 유한요소해석모델을 제안하 다. 유한요소모델은 IDEAS 

Modeler를 이용하여 만들었지만 본 해석은 ABAQUS로 수행되었다. 해석결과 부분집합

체 전체에 대한 보 진동 모드와 연료봉의 진동모드가 분리되어 연속적으로 나타남을 

알았다. 즉, 집합체 진동모드가 나타난 후 연료봉 진동모드가 나타나고, 다시 집합체 

진동모드가 반복하여 나타났다. 이렇게 부분집합체의 해석으로 추출된 연료봉의 진동

모드는 단일 연료봉만의 해석으로 얻어진 연료봉의 진동모드와 동일함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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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5 부분집합체의 안내관 개수는 2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 다.

4) 연료봉 FIV 해석기술 연구

축방향 유동장에 놓여있는 양단이 굽힘 스프링으로 지지된 연료봉의 진동변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고 단순 지지된 봉과 스프링으로 지지된 봉의 유체유발

진동 변위를 계산하 다. 유속 6 m/s 에서 유연한 스프링(50 kN/m)으로 지지된 봉은 단

순 지지된 봉에 비하여 15∼20 % 큰 진동변위를 갖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차이

는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커진다. 절대 변위는 스팬의 길이가 큰 경우 크지만 단순 지

지된 경우와 차의 비율은 스팬이 짧은 경우 더 컸으며 스프링 상수가 작은 경우 진동

변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격자 형상최적화 방법론 개발 및 H형 스프링의 형상최적설계

격자판의 형상 최적화는 이중판노즐형 및 입술형 격자판 등에 대해 목적함수를 

최대 지지력 및 등가응력에 대해 수행하 다. 이를 토대로 최대 지지력 및 최소 등가

응력을 구현할 수 있는 격자판 형상 최적화를 수행하여 격자판 상세설계에 반 하

다.

6) 연료봉/지지부위와의 접촉면에서 전단응력장 해석 방법론 개발

접촉역학 방법을 이용하여 접촉면의 전단응력을 구하는 수치해석 방법을 개발하

다. 이로부터 노내 핵연료의 진동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사각형 폐회로의 전단하중

을 고려하 으며 하중경로 상의 전단응력장을 구하 다. 이때 접촉면 전단응력의 특성

으로서 비가역성, 컴플라이언스 증가 등을 분석하 다.

접촉부 형상 정의의 일반화 방법을 이용하여 여러 형태의 스프링/딤플에 의한 접

촉 응력장을 분석하 고 특히 최적화 H형 스프링의 코이닝을 통한 형상 개선 시에 마

멸저항성 제고를 위한 접촉 응력분석에 활용하 다.

7) 프레팅마멸 기구 분석을 통한 마멸저항성 제고 방안의 제안

프레팅마멸을 접촉면에서의 마찰에너지 방출 또는 표면균열의 성장 거동으로 보

아 이에 대한 해석 방법을 확립하 다. 마찰에너지의 방출은 접촉면 전단응력과 미끄

럼 변위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프레팅 운동 궤적의 형태가 폭이 좁을수록 에너지 

방출이 작게 된다. 따라서 핵연료봉과 지지격자 스프링 또는 딤플의 접촉부에서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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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냉각수의 흐름에 의한 핵연료봉의 운동궤적의 폭이 가능한 좁도록 접촉부를 설계하

는 것이 프레팅마멸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전단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접촉면에서의 미끄럼 역이 확장되는 거동을 분석하

고 양단이 라운딩된 사각 펀치형에 비해 Hertzian형태의 접촉 응력장을 갖는 접촉에

서 미끄럼 역의 확장속도가 느리며 부분미끄럼 상태의 유지 기간이 길다는 것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양단이 라운딩된 사각 펀치형의 경우에도 라운딩 반지름이 클수록 이

와 같은 현상이 발견됨에 따라 스프링의 끝단 설계 시 완만한 곡선부를 갖도록 하는 

것이 마멸저항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접촉면 수직 및 전단 응력으로부터 물체 내부의 응력을 구하는 방법을 확립

하여 표면으로부터 물체의 내부로 성장하는 균열을 해석하 다. 결과로서 프레팅마멸 

입자를 형성하는 데에는 균열의 진전 모우드 중 KII의 향이 지배적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프레팅 현상에 의한 전단 하중의 한 사이클 내에서 균열을 성장시킬 수 있

는 구간이 부분적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구간을 작게 할 수 있는 접

촉 조건을 지지격자 스프링의 설계 변수의 조건으로 택하면 프레팅마멸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상온 프레팅마멸 시험결과로부터 마멸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임계진폭은 접촉하중

의 크기에 의존하며 접촉 형상에는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프링하중

이 10 N일 때에는 50 μm, 30 N일 때에는 80 μm를 초과하는 미끄럼 변위에서는 마멸

량이 급격히 증가하 으므로 스프링의 설계하중을 고려할 때 유체유발 진동에 의한 진

폭을 분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스프링 하중을 설계하는 것이 마멸저항

성 제고를 위한 스프링 설계가 됨을 알 수 있었다.

8) 지지격자 스프링 특성시험 및 지지격자체 구조강도시험 수행

지지격자 격자판 지지부의 특성시험은 공기 중, 상온에서 만능인장시험기를 사용

한다. 단일 셀 시편을 절취하여 양단을 고정 치구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연료봉의 직경

과 동일한 형상의 치구를 통해 시편에 하중을 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구축하 다. 격

자판 지지부의 특성시험은 하중 대 변위 곡선을 얻는 것으로서 최종 선정된 2종의 지

지격자 스프링들은 최대 지지력 및 강성에 대한 설계 요구조건을 만족하 다.

9) 프레팅마멸 시험장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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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를 통하여 고안된 지지격자 스프링과 핵연료봉 사이의 프레팅마멸 저항성 

및 특성시험을 위하여 상온 공기 중 또는 비등 전의 수중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계적 

구동장치를 설계하고, 미끄럼 및 미끄럼/충격 마멸시험을 위한 장비를 각각 설계/제작

하 다. 제작된 시험 장비를 이용하여 고안된 스프링 상호 간의 프레팅마멸 저항성 비

교시험을 하 으며 이와 함께 마멸기구의 분석 연구도 수행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최종형상 고유 지지격자 2종에 대하여 상세특성시험과 해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2. 확립될 지지격자 개발관련 기반기술들은 지지격자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지지격자의 특성 분석에 직접적으

로 이용될 수 있다.

3. 지지격자 개발관련 시험시설은 원전연료(주)에서 필요한 새로운 핵연료에 대한 설계/

인‧허가 자료를 생산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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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Structural Technology for a High Performance Spacer Grid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spacer grid assembly is one of the major components of a nuclear fuel 

assembly. It enables the fuel rods to be supported and located properly in the fuel 

assembly throughout its life. It also provides a flow channel between the fuel rods, 

which assists in the heat transfer from the fuel pellet into the coolant in a reactor. 

Therefore, the spacer grid is a highly ranked component when the improvement of 

hardware is pursued for promoting fuel performance.

Up to now, the technology of fuel design and fabrication in Korea has been 

established in the areas of adopting and adapting proven foreign technologies. However, 

foreign fuel vendors have been developing new and improved features of the fuel 

assembly and trying to extend their market into Korea with the newly developed 

technologies. Under such circumstances,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achieve the 

self-reliance for fuel technologies here in Korea if we do not endeavor to develop our 

own technology rather just import foreign ones.

To develop our own technology, we think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some 

candidates for a spacer grid on which the inherent right can be insisted. Besides, it is 

also highly necessary for us to possess the fundamental technologies for developing the 

spacer grid, for instance, mechanical and structural analyses and the test capabilities. 

We must have these technologies not only to achieve a self-reliance for fuel technology 

but also to compete with foreign vendor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under WTO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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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To find the final candidates for the inherent spacer grid.

Conduct experiments comparing the out of pile test(mechanical/structural and 

thermal/hydraulic performance) with proven spacer grids after fabrication of the 

candidates. Activate the detail shape of the final candidates and apply them for to the 

pressurized water reactor fuel assembly.

2. Research the following areas to establish the mechanical and structural technologies 

related to the spacer grid. Implement the relevant test equipment.

1) Vibration Test of a Fuel Rod

Not only has a vibration test facility for the fuel rod been built, but also a vibration 

test has been performed for the dummy rod with two candidate spacer grids and one 

commercial spacer grid for reference. The performance of the two spacer grids is 

equivalent to or better than the reference spacer grid from the viewpoint of supporting 

the fuel rod.

2) Construction of a partial assembly and FIV test facility for it

5×5 partial assembly which consists of 5 spacer grids, 2 guide tubes and 23 

dummy rods has been made of PWR fuel parts at the KNFC manufacturing line. It will 

be used for the vibration test in air and the FIV test. In addition, the FIV test facility 

has been constructed for the pressure drop test of the 5×5 spacer grid as well as for 

the FIV test of a 5×5 partial assembly.

3) Vibration analysis of a fuel rod

A FE model has been developed for the vibration analysis of the rod supported by 

the spacer grid springs that have large contact surfaces. The developed model obtains 

the step from the contact analysis of the grid springs with the rod prior to performing 

the vibration analysis. Consequently, the eigenvalues are calculated by taking advantage 

of the contact conditions that are found through the first step. The doublet spacer grid 

has successfully verified by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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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ibration analysis of a partial assembly

A free vibration analysis is performed for the 5×5 assembly that consists of 25 

rods and guide tubes. The simplified model that has just one or two beams 

representing the whole bundle was used in the previous analysis or design of the 

bundle. However, in this research, the FE model has been built to reflect the real 

assembly as much as possible. The rod vibration mode as well as the whole bundle 

mode has been obtained through a realistic model. 

5) FIV Analysis of a rod

An axial-flow-induced vibration model has been developed for a rod supported by 

two translational springs at both ends. For developing the model, a one-mode 

approximation was mad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first mode was dominant in 

vibration behavior of a single span rod. The first natural frequency and mode shape 

function for the equation of the displacement PSD have been calculated by the 

Lagranges method.

6) Shape Optimization Methodology of the Spacer Strap

A shape optimization procedure is necessary to obtain the optimal and realizable 

shape of the strap, which can be performed by mechanical tests and 

remedy/supplementation of the candidate specimen together with the optimization 

technique. The functional requirements(FR) are decoupled with the design 

parameters(DP), one FR is used for one DP. In order to optimize the shape of the 

strap, an optimal design program that utilizes design sensitivity, was linked with to finite 

element method.

7)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the Fretting Wear Mechanism

The shear load path was analyzed, which could simulate the feasible behavior of 

contact during FIV. Contact traction analysis technology was developed, from which the 

influence of contact shape on the traction could be investigated. The contact shear 

stresses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evaluated. As for the wear mechanism, friction 

energy dissipation and surface cracking behavior were considered. So, the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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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for the energy dissipation was established. The stress intensity factors of a 

crack initiated from the contact edge were analyzed using the internal stress field 

calculated from the contact traction.

8) Spacer Support Characteristic Simulation, Spacer Grid Static and Dynamic Analysis

The nonlinear characteristic of the spacer grid support is simulated the FE analysis 

method and the results from the simulation are compared with the test results. This 

analysis model considers the elastic and plastic properties of the material. The analysis 

results were verified with the test results. In addition, structural strength analyses on the 

spacer grid candidates are carried out using ABAQUS/implicit and explicit. The results 

from the analyses are compared with the test results.

9) Test Equipment Setup for Spacer Grid Development

(a) Dynamic Impact Test Equipment

The dynamic impact test results of a spacer grid are used to develop the accident 

analysis model for the fuel assembly during a virtual fault event. The dynamic impact 

coefficient, and the restitution coefficient that are necessary for the analysis of virtual 

accidents are obtained from the test. Two kinds of dynamic impact test methods are 

currently used, i.e., the free-fall type test and the pendulum type test. The former uses 

a dummy weight that drops from a certain height and impacts on the grid, while the 

latter uses an impact hammer which moves angularly and impacts on the grid. Both 

have been established for our tests.

(b) Equipment for the rod vibration test

   Since the fuel rod supported by the spacer grids has non-linear vibration 

characteristics, the shaker and loop-control system should be used for the modal test of 

the rod instead of hammer impact. For the further research, shaker, loop-control system 

and data acquisition equipment have been constructed not only for the rod with spacer 

grids but also for the partial fue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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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retting Wear Test Equipment

Sliding and Sliding/Impacting fretting wear testers have been designed and 

fabricated for analyzing the parameters that are thought to affect the wear of the fuel 

rod. A servomotor of variable speed was adopted for the drive mechanism to change 

the rotation into a reciprocating motion. Test parameters such as contact normal and 

shear force, vibration amplitude and frequency are monitored and stored continuously 

during the test. A surface roughness tester was equipped to examine and measure the 

width and the depth of the worn surface. A computer program for the calculation of 

wear volume has been developed.

IV. Results of the Project

1. Two candidates have been invented and they have applied for domestic and US 

patents. In addition, the demo spacer grids(5x5 cell array and 8x8 cell array) were 

fabricated, for which the mechanical/structural tests were carried out. Recently, a Doublet 

type spacer grid has been registered at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2. The Results of the Research on the Fundamental Subjects for the Spacer Grid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Experimental Devices.

1) Vibration Test of a Fuel Rod

Vibration test for a dummy rod with two candidate grids and one commercial grid 

for reference have been carried out under feedback-controlled force during sine 

sweeping. The performance of the two spacer grids is equivalent to or better than the 

reference spacer grid from the viewpoint of supporting the fuel rod.

2) Vibration analysis of a fuel rod

A new FE model has been proposed to reflect the contact phenomenon between 

the rod and the grid spring. The proposed model has been applied to a rod 570 mm 

tall with two New Doublet(ND) grids, a rod 2189 mm tall with 5 ND grids and a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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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7 mm tall with 8 ND grids. The natural frequencies as well as the mode shapes 

calculated by the proposed models have a greater similarity to the test results than 

those by the previous model. It is recommended that the proposed model be used for 

the vibration analysis of a rod with a spacer grid that has a large contact length (or 

large contact area).

3) Vibration analysis of a partial assembly

A Finite Element (FE) Model has been proposed for the partial bundle assembly (5

×5) consisted of 21 to 24 dummy rods, 1 to 4 guide tubes and 5 spacer grids. The 

3-D model was made by an IDEAS modeler first, and then transferred to an ABAQUS 

program to be used for vibration analysis. It analyses the vibration modes of the bundle 

assembly and each rod in it, and presents them separately. The beam modes of the 

partial bundle are shown from the first mode to approximately the tenth mode at first. 

After that, dozens of first vibration modes of the rods appear, and then the several 

beam modes of the bundle follow. This phenomenon continuously repeats itself as the 

natural frequency gets higher. It is, also, shown that the results from a single rod 

analysis are identical to those of each rod extracted from the partial bundle analysis.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 two guide tubes are proper for the 5×5 bundle assembly.

4) FIV Analysis of a rod

An axial-flow-induced vibration model has been proposed for a rod supported by 

two translational springs at both ends. The vibration displacements have been calculated 

for both the spring-supported rod and the simple-supported(SS) one. As a result, the 

vibration displacement for the spring-supported(50 kN/m) rod is 15% to 20% larger than 

that of the SS rod when the rod is in an axial flow of 6 m/s velocity. The discrepancy 

between both displacements becomes much larger as the flow velocity is increased, and 

that of the rod having the shorter span length was larger than that of the rod having 

the longer span length although the displacement value itself for the long span rod is 

larger than that for the short one. The vibration displacement for the spring-supported 

rod appears to decrease with an increase of the spring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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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rap Shape Optimization Methodology Development and Shape Optimal Design of 

the Doublet and Lips Type Spacer Strap

The shape optimizations of three kinds of spacer grid candidates, i.e., H-type 

strap, Doublet, and Lips-type strap, are executed with the cost function at maximum 

support force and minimum equivalent stress. Therefore, the objects functions were 

optimized from point of the maximum support force and the equivalent stress of the 

strap. As a result, the optimized shape of the Doublet and Lips type space grid strap 

has been derived and applied to the detail design.

6) Development of the Analysis Method for Contact Shear Stress on the Fuel Rod

A numerical method was developed to obtain the contact shear stresses using 

contact mechanics. The shear stresses obtained in the case of a rectangular and closed 

shear force path were examined. It was intended to simulate the physical behavior of 

the contact shear force path during FIV. The characteristics of shear stress such as 

irreversibility, compliance increases, etc. were analyzed.

A generalization technique of the contact geometry was used to analyze the 

contact tractions induced by the various spring shapes. Especially, this technique was 

used for analyzing the contact traction induced by the optimized H spring in order to 

improve wear resistibility through coining.

7) Analysis of the Fretting Wear Mechanism

The analysis methods of the energy and the crack were established in this 

research since fretting wear is regarded as a friction energy dissipation from the contact 

surface or surface cracking behavior. The friction energy is a scalar product of contact 

shear stress and slip displacement; therefore, it will decrease as the width of the 

contact locus, due to vibration, decreases. To design the contact condition such that the 

locus width is narrowed becomes beneficial for restraining fretting wear.

During the shear force increase, the behavior of the slip regions expansion was 

analyzed. It was found that, in the case of Hertzian contact, the expansion velocity was 

slower and the period of partial slip was longer compared with the ca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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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rounded punch. In the case of edge-rounded punch, it was thought that wear 

resistibility could be improved by increasing the edges radius.

On the other hand, stress intensity factors of the crack initiated from the contact 

edge were evaluated from the internal stresses induced by the contact stress field. The 

mode II stress intensity factor, KII, was thought to be the major driving force for the 

crack, which was thought to form the wear particle. It was also found that a part of the 

shear cycle is attributed to the effective period of crack growth. It is suggested we find 

the parametric values of the contact that reduced the effective period to restrain wear.

From the fretting wear tests, it was found that the critical slip range, from which 

wear increased considerably, depended on normal contact force regardless of the 

contact shape. The test result showed that considerable wear volume increase occurred 

after 50 μm at 10 N and 80 μm at 30 N, which are said to be the critical slip range. In 

the design of spring force, it will be necessary to analyze the amplitude of FIV to 

improve wear resistibility.

8) Spacer Strap Characteristic Test, Spacer Grid Buckling Strength Test Equipment 

Setup

The strap characteristic test was conducted using the universal tensile testing 

machine in air at room temperature. The test setup was composed of a loading bar for 

loading/unloading and a fixture for a unit cell specimen. The maximum spring force and 

the stiffness of the final design shape satisfied the design requirements. 

9) Design of the Fretting Wear Test Equipment

The mechanical drive mechanism for the fretting wear test equipment was 

developed and two fretting wear testers (one for sliding wear and the other for 

sliding/impacting wear) were designed and fabricated. The sliding tester allows for the 

wet test up to boiling temperature as well as the dry test at room temperature. The 

sliding/impacting wear tester could only be used in air at room temperature. The testers 

were used to compare the wear resistibility of the developed springs. Wear mechanism 

has also been analyzed using the te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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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Proposal for Applications

1. Two final candidates will be tested further in detail to examine and analyse their 

mechanical/structural characteristics.

2. The fundamental technologies established will be utilized not only for in the 

development of our own spacer grid but also for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ven spacer grids.

3. The test equipment procured for the spacer grid will be utilized for data generation 

during the design and licensing of a new spacer grid that might be developed by fuel 

vendors such as KN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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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경수로형 원전연료집합체에서 지지격자체는 상‧하단고정체, 안내관 등과 함께 골

격체를 구성하는 주요 구조부품으로서 크게 구조용 지지격자체와 유동혼합기로 나누어

진다. 구조용 지지격자체는 일차적으로 핵연료 수명기간(보통 3∼5년) 내내 연료봉들

이 노심내의 수직 및 수평 정위치에 건전하게 위치하도록 지지하는 기계/구조적인 기

능과 이차적으로 고온의 연료봉으로부터 저온의 냉각수(coolant)로의 열전달을 촉진시

키는 냉각수 유동혼합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구조부품이며(보통 원전연료집합체에 

8∼11개가 사용) 유동혼합기는 구조용 지지격자체와는 별도로 원전연료집합체에서 유

동혼합 성능만을 극대화시키는 기능을 갖는 부품으로 원전연료집합체 상단부에 보통 

3∼5개까지 부착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노심내에서의 중성자 조사로 인하여 구조

용 지지격자의 스프링이 응력이완, 스프링력 저하 그리고 냉각수의 축류 및 횡류에 의

한 연료봉 진동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연료봉 지지능력이 크게 저하되면 연료봉과 격

자 지지부와의 접촉부위에서 피복관이 국부적으로 손상(예: 프레팅마모손상)되거나, 

심하면 연료봉이 부러지게 되어서 연료봉내의 방사능 물질이 1차 냉각수로 누출될 수 

있다. 또한 구조용 지지격자체는 지진하중과 같이 원전연료집합체에 가해지는 횡방향

의 하중으로부터 충분히 견디지 못하고 변형되면 노심 긴급냉각을 위한 제어봉 경로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측면 구조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구조용 지지격자체와 유동혼합기는 핵연료의 기계/구조적 및 열적성능 그리고 안전

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전연료집합체 Hardware 개선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중요한 부품인 데다가 피복관을 제외한 경수 원전연료집합체 부품비의 약 80%(원전연

료집합체 1개당 1500만원 상당)를 차지하며 2003년 3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되는 

경수로용 원자력 발전소(16기)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120억원 이상에 상당한다. 따라

서 우리 고유 Brand 핵연료를 개발하여 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지지격자 

고유형상을 개발하고 지지격자 개발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그 동안 국내에 축적된 지지격자체 관련 기술은 설계기술, 제조기술, 개발기술로 

나뉘어질 수 있다. 첫째, 설계기술을 살펴보면 1986년에 한국원자력연구소(이하 KAERI

로 칭함)와 Siemens/KWU사가 공동설계한 KOFA(KOrean Fuel Assembly) 연료가 1989년부

터 국내의 Westinghouse(이하 W 혹은 BNFL-W로 칭함)형 발전소에 공급되었고 1987년에 

ABB-CE사와 KAERI가 공동설계한 연료가 1994년부터 국내 ABB-CE형 발전소에 공급되었

으며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W사와 한전원전연료(주)가 공동설계한 연료가 KOF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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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하여 국내 W형 발전소에 공급되는 등 상당한 기술축적이 이루어졌다. 둘째, 제조

기술을 살펴보면 상‧하단고정체는 1990년대 초부터 국내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한 반면

에 지지격자체는 완제품을 도입하거나 지지격자 스트랩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조립/용

접하는 과정을 거친 뒤 1998년에 이르러서야 W사의 VANTAGE 5H 연료의 지지격자체를 

국내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게 되어서 기술이 어느 정도는 축적되고 있다. 셋째, 개발기

술을 살펴보면 1986년부터 KAERI에서 수행해오던 핵연료설계사업이 1996년 말 산업체

(KNFC: 한전원전연료주식회사)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국가출연기관인 KAERI에서는 “신

형핵연료개발“이란 과제로 독자적인 지지격자 형상개발 및 개발관련 원천기술을 확보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서 2003년 3월 현재 기술도약단계에 돌입하고 있은 상태로 

볼 수 있다. 한편 산업체인 KNFC사는 1999년부터 BNFL-W사와 국내에 있는 ABB-CE형 발

전소에 공급될 표준원전용 개량핵연료(PLUS7TM)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2002년 3월에 시

범집합체 4개를 제조하여 2006년까지 울진 3호기에서 시험 연소중에 있으며 2001년 8

월부터 2004년 7월까지 3년간 국내 W형 발전소에 공급될 개량핵연료도 또한 BNFL-W사

와 공동으로 개발(가칭 NGF)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서 산업체에서 주관하는 국내 

원전연료기술은 바야흐로 BNFL-W사 기술 일변도로 통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외

국의 핵연료 vendor와 공동설계 및 공동개발이라는 형식으로 핵연료 설계/제조기술 및 

개발기술을 전수받은 결과 지지격자를 비롯한 핵연료 구조부품에 대한 통상설계 및 제

조관련 기술들이 상당히 공고화되어서 2003년 3월 현재 외국과 어느 정도 비견할 정도

로 크게 성장한 면이 있으나 고유 핵연료 개발 기술 특히 지지격자 형상을 독자적으로 

고안하고 설계하며 그 성능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등의 개발기술을 완전히 확보하는데

는 제한이 있다. 그런데다가 근래에 외국의 핵연료 공급자들은 현존 국산연료(KNFC사

와 W사 혹은 KAERI와 ABB-CE사와 공동설계한 연료)에  비해 성능이 향상된 최신 핵연

료를 개발하여 - 즉, BNFL사 계열인 W사의 RFA연료와 ABB-CE사의 TURBO
TM
연료를 상용화

하고 PLUS7
TM
 및 NGF 연료 등을 개발 중에 있으며, Framatome-ANP사 계열인 

Siemens-SPC사의 HTP연료 Siemens/KWU사의 FOCUS연료 그리고 Fragema사의 AFA-3G연료

를 상용화하고 HTP X5, FOCUS X5 및 ALLIANCETM 연료를 개발중임 - 설계 및 개발기술의 

일부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국내 핵연료시장에 진출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막 

피어나는 독자적인 지지격자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외국의 신연료 기술

도입에 치중할 경우 우리나라 핵연료 기술의 자립화는 상당히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즉, 국내 핵연료 산업이 현존 국산 핵연료에 비해 성능이 향상된 외국의 최신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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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력에 도취되어 설계 및 제조기술 그리고 피상적인 개발기술만을 도입하려 할 경

우 1990년대와 비슷하게 핵연료 Hardware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소화하

기보다는 선진 핵연료에 대한 기술습득에 급급하여서 완전한 기술 소유권을 확보하기

가 곤란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 기술이 결여된 상태에서 향후에도 외

국의 핵연료 공급자들의 기술적 종속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산업체에서는 단기간 내에 기존 국산 핵연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최신 핵연료 기

술을 개량핵연료 공동개발과정에서 도입하면서 외국의 최신 개발기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우리 기술로 소화하는 업무에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책 연구소인 

KAERI는 핵연료 기술진들의 경험을 활용하여 우리 고유의 지지격자 개발 및 관련 기반

기술들의 완전한 확보를 위해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본 과제의 2단계(1999. 4.1. ∼ 2003. 3. 31.) 연구에서는 지지격자체 개발과 관

련하여 1986년 KOFA 연료를 공동으로 설계한 이래로 KAERI에 축적된 핵연료 설계기술 

및 설계/제조 연계 경험, 면 한 해외특허기술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하여 기술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지지격자 모형 14종을 도출하여 국내‧외에 산업재산권을 

출원/등록하고 있으며 후보모형 지지격자에 대한 시편 제작, 성능비교시험 수행 및 시

험결과 분석 등을 거쳐서 고유 지지격자 최종형상 2종을 확정하 고 지지격자체 개발

과 관련된 기계/구조적 기반기술들(해석기술 및 시험기술)을 확립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본 과제에서 수행한 지지격자 고유모형 도출 및 시편제작, 성능비교시험 수행 

및 시험결과 분석, 지지격자 최종형상 확정 그리고 관련 기반기술연구에 대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지격자 고유형상 도출은 연료봉을 지지하는 성능을 개량하는 기계/구조적 관점

과 냉각재 혼합성능을 증진시키는 냉각성능 관점에서 지지격자 고유형상 14종을 도출

하고 국내‧외에 산업재산권을 출원하 고 2003년 3월 현재 6종의 지지격자 고유형상이 

대한민국 및 미국에 특허가 등록되었다. 고성능의 지지격자 고유형상 개발은 냉각수 

혼합성능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연료봉을 건전하게 지지하는 기계/구조적 성능을 향

상시켜 연료의 손상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독자적인 기술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도 필수적인 연구항목이다.

지지격자 고유형상에 대한 시편제작은 주로 개념적 관점에서 도출된 지지격자 고

유형상에 대하여 기계/구조적 및 열수력적 특성을 파악하는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스

프링 격자판 시편, 5x5형, 7x7형, 8x8형 및 16x16형 격자체 시편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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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 는데 국내의 지지격자 제조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하 다

지지격자 고유형상에 대한 성능비교시험 및 시험결과 분석은 기계/구조적으로는 

스프링 및 딤플의 하중-변위 특성, 격자판 단위 및 격자 단위 프레팅마멸 특성, 연료

봉 지지성능 특성, 격자체의 좌굴 및 충격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

고 지지격자체의 압력강하 특성, 냉각수 혼합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열수력적 시험

은 다른 세부과제에서 수행하 다. 한편 고유형상 지지격자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비교

하기 위해 현재 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핵연료 지지격자와 상용으로 개발중인 최신 

개량핵연료 지지격자에 대한 성능시험도 같이 수행하고 시험결과를 비교 분석하 으며 

시험결과에서 얻은 개선점을 고유 지지격자의 최종형상 확정시에 반 하 다. 

지지격자체 개발과 관련하여 확보해야할 기계/구조적 기반기술(해석기술 및 시험

기술, 시험장치 구축 등) 연구를 수행하 다. 시험장치 구축으로는 격자체의 고온 충

격시험장치 구축, 격자 단위 프레팅마멸특성 시험장치, 스프링 피로특성 시험장치, 

5x5형 부분집합체의 유체유발진동시험을 위한 시험장치 등을 구축하 고 관련 시험기

술을 확보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한편 해석기술로는 연료봉을 지지하는 스프링의 상

온 탄‧소성 특성해석 기술, 격자체의 정적 좌굴 및 동적 충격특성을 해석적으로 예측

할 수 있는 해석모델 개발, 연료봉 지지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프링 격자판의 형상

을 최적설계하는 기술, 지지격자로 지지된 연료봉의 진동특성 해석기술, 5x5형 부분집

합체의 유체유발진동특성 해석기술, 프레팅마멸을 접촉역학과 파괴역학 관점에서 해석

할 수 있도록 접촉응력장 해석기술 등을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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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해외의 핵연료 vendor들은 독자적인 핵연료 기술을 바탕으로 자사 고유 형상의 

지지격자를 개발하고 있으며 지지격자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들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 지지격자체에 대하여 해외의 핵연료공급자들이 최근에 연구 개발한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BNFL-W사 최신연료인 RFA연료의 지지격자는 초창기 OFA Ziry.-4 지지격자를 기본

개념으로 하여 기계/구조적 및 열수력적 기능 향상을 위해 여러 번(OFA → VANTAGE5, 

VANTAGE5H, VANTAGE+ → Performance+ → RFA) 형상과 재질(Ziry.-4 → ZIRLO)을 개선

한 것으로 1998년부터 상용 공급되고 있다. 지지격자의 높이를 OFA 지지격자에 비해 

줄이고 스프링 방향을 수직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변경하여 지지격자의 압력손실을 감

소시키고 충격강도를 개선하 으며, 유동혼합기능을 증대하기 위해 혼합날개를 길게 

하고 유동혼합기를 부가적으로 사용한 VANTAGE5H 연료용 지지격자에 비해 스프링 및 

딤플의 형상을 개량하고 “window”를 없앤 “closed grid spring window"를 채용하고 더 

길고 대칭적인 vane을 채택함으로서 냉각수의 열적성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횡류발생

을 줄임으로서 연료봉의 진동을 줄이려 한 것이다.

BNFL(ABB-CE)사 최신연료인 TURBOTM의 지지격자는 새로운 개념의 측면지지 혼합날

개와 “I”형 지지격자 스프링을 부착한 것으로 1998년부터 상용화되고 있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TURBO
TM
 연료에서 지지격자판 기저부와 지지격자 스프링 부위의 가공 방법을 

다르게 하여 노심 운전중에 중성자 조사에 따른 연료봉 지지력의 저하를 경감시키며, 

지지면적을 증가시켜서 노심 운전중에 연료봉의 지지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유체유발진

동과 관련된 연료봉의 진동 및 프레팅마멸에 의한 연료봉의 손상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는 "I"형 스프링을 채택하 다. 또한 혼합날개가 격자의 교차점이 아닌 격자의 측면

에 부착됨으로서 유동혼합장치가 쉽게 손상되지 않으며  swirl 유동이 생성되는 형상

을 가지고 있다. CHF 시험결과를 보면 자사의 기존 연료에 비해 열적성능이 최소한  

10 %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한편 지지격자의 용접방법은 기존 TIG 용

접에서 LASER 용접으로 변경하고 용접 Bead 크기도 작게 하 으며 지지격자 제조시 압

연방향 역시 조절하여 조사성장을 줄여 고연소용 지지격자체를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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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atome-ANP(Siemens/KWU)사는 FOCUS 지지격자를 개발하여 1992년부터 상용화

하고 있는데 주요 특징은 지지격자체의 좌굴강도가 증강되고 유동혼합장치와 아치

(Arch)형의 스프링을 채택한 것이다. 유동혼합장치는 유동혼합을 강화시키기 위해 강

한 난류 및 swirling 유동을 생성시키며 아치형의 스프링은 연료봉과의 접촉면을 증가

시켜 마멸저항성을 높인다. 근래에 Framatome-ANP(Siemens/KWU사)는 압력강하를 줄이

기 위해 Strap 교차부 형상을 개선하고 부식최적화 재질을 사용한 지지격자가 부착된 

FOCUS X5 연료를 개발중에 있다.

Framatome-ANP(SPC)사는 1988년 이중 strap을 사용한 HTP/HMP 및 중간혼합기를 

개발하 다. 이 지지격자의 주요특징은 유동혼합장치와 연료봉 접촉 방법이다. 유동혼

합장치는 노즐형으로 압력손실이 작은 반면 열적 성능과 수력적 혼합효과가 크다고 보

고되었으며 연료봉과의 접촉은 8개의 선으로 접촉하고 있어 유체유발에 의한 연료봉의 

진동을 크게 경감시키며(기존 지지격자에 비해 연료봉 진폭이 ∼1/4 이하로 줄어듬.) 

프레팅마멸에 의한 연료봉 손상이 작도록 설계되었다. 기존 W형 원전연료집합체에 

HTP/HMP 및 중간혼합기를 설치하 을 경우 압력손실은 VANTAGE5에 비하여 약 5 % 작은 

반면 DNBR 여유도는 기존의 Bi-metallic 지지격자에 비하여 10 % 이상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지격자의 용접을 진공상태에서 전자빔 용접을 함으로써 용접품질

을 향상시켰다. 근래에 Framatome-ANP(SPC)사는 압력강하를 줄이기 위해 Strap 교차부 

형상을 개선하고 부식최적화 재질을 사용한 지지격자가 부착된 HTP X5 연료를 개발중

에 있다.

Framatome-ANP(Fragema)사는 1985년에 개발한 AFA 연료의 지지격자(혼합날개가 

부착된 Ziry.-4 지지격자)를 기본으로 압력강하를 줄인 AFA-2G용 Bi-metallic 지지격

자를 1992년에 개발하 고, 재결정 처리된 strap을 사용하고 지지격자 corner에서 

hang-up을 방지하는 AFA-3G용 지지격자를 1998년에 개발하 다. 근래에는 AFA-3G 대비 

10 % 이상의 열적성능 향상시키고 M5
TM 
재질을 사용한 ALLIANCE

TM 
연료의 지지격자를 

개발중에 있다.

한편 외국의 기관들에서 고성능 지지격자 개발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계/구조적 

기반기술들 중에서 해석기술에 대한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지격자체에서 연료봉의 유체유발진동(FIV: Fluid-induced vibration)은 냉각수

의 유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핵연료봉의 FIV에 대하여 각 

핵연료 공급자들은 Chen, Gorman, 그리고 Paidoussis 등의 이론 및 시험연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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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핵연료의 설계 및 개발에 이용하고 있으나, FIV 현상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관

계로 새로운 핵연료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실제 유동시험으로 연료봉의 건전성을 확인

하고 있다. 또한 노심 운전 중에 연료봉의 지지건전성 평가 기술은 각 핵연료 공급자

들이 자사의 모델과 연료 연소 경험을 바탕으로 자사 연료에 적용하고 있으나 연료봉

의 비선형 동적 지지거동에 대한 분석기술은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아울러 지지격자체의 구조특성평가는 지지격자체의 구조적 복잡성으로 인하

여 수치해석적 평가 모델을 개발하기보다는 주로 지지격자체의 상온 및 운전온도에서

의 좌굴시험 및 충격시험을 통해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핵연료봉 프레팅마멸 시험

은 핵연료집합체 상태의 Endurance Test를 통해 수행하는 방법과 지지격자 셀 단위로 

시험하는 방법이 있으며 전자의 예로는 Westinghouse사의 VIPER 시험장비를 들 수 있

고 후자의 경우로는 AECL(캐나다)의 CANFRET 장비가 있다. 한편, Westinghouse사의 경

우 VIPER 결과 외에, 개발한 지지격자에 대해 AECL에 의뢰하여 CANFRET의 결과를 함께 

분석하고 있다. CANFRET을 이용한 시험결과의 분석 방법은 Workrate Model을 이용하여 

스프링과 핵연료봉과의 접촉에 따른 일률과 마멸부피 증가율의 함수적 관계로부터 마

멸계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동일한 일률에서 마멸계수가 작은 경우가 마멸저항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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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그 동안에 국내에 축적된 지지격자 개발기술을 살펴보면 1986년에 KAERI와 

Siemens/KWU사가 공동 설계한 KOFA연료가 1989년부터 국내의 W형 발전소에 공급된 이

래 KAERI와 ABB-CE사가 공동 설계한 핵연료가 1994년부터 국내의 ABB-CE형 발전소에 

공급되고 있다. 또한 1998년부터 KNFC에서는 BNFL-W사와 함께 W사의 개량연료인 

VANTAGE5H연료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W형 발전소에 KOFA연료를 대체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는 KNFC가 BNFL-W사와 공동으로 국내의 ABB-CE형 발전소에 공급할 

표준원전용 개량핵연료(PLUS7TM)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과제를 수행하여 2002년 3월 시

범집합체 4개를 제작하고 2006년까지 울진 3호기에서 시험연소할 계획이며 2001년 8월

부터 2004년 7월까지 KNFC는 또 다시 BNFL-W사와 공동으로 국내의 W형 원전에 공급할 

개량핵연료(가칭 NGF)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설계 및 공동개발 결과 지

지격자를 비롯한 핵연료부품에 대한 통상설계 및 제조관련 기술을 상당히 공고화하여 

2003년 3월 현재 외국과 비견할 정도로 우리 기술수준이 성장하 으나 지지격자를 독

자적으로 고안하고 설계/분석 및 제조하는 개발기술은 아직도 완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한편 KAERI에서는 1997년 중반부터 “경수로용 신형핵연료 개발”과제의 연구결

과 고유 지지격자 모형 고안 및 관련 기반기술(기계/구조적 시험기술, 해석기술등)이 

1997년 이전까지 거의 전무이었던 초보상태에서 2003년 3월 현재 국내 및 미국에 각각 

6건의 특허가 등록되는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어느 정도 기술도약 단계에 

있는 상태이다.

지지격자 형상고안 및 산업재산권 확보를 살펴보면 지지격자체에 대하여 외국의 

핵연료 vendor들의 최신 연료 개발 동향과 특허 약 160여종을 검토/분석하고 이를 바

탕으로 우리 고유모형의 지지격자 형상 14종을 도출하여 국내특허 및 미국특허를 출원

하 고 그중 6종이 대한민국 및 미국의 특허를 획득하 다. 특히 1997년에 고안하여 

2000년 12월에 미국특허를 획득한 H형 스프링의 지지격자는 연료봉을 면접촉 형상

으로 감싸는 개념으로 연료봉을 안정적으로 지지하여 연료봉 진동 및 프레팅마멸 

관점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KNFC와 BNFL-W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PLUS7TM연료에도 면접촉개념의 스프링 및 

딤플이 채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동혼합날개로서 2쌍의 날개가 서로 다른 유동

혼합 형태 즉 회전유동과 교차유동을 강하게 발생시키면서 압력손실도 크지 않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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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동 혼합날개도 고안하여 대한민국 및 미국의 특허를 획득하 다. 한편 고안된 

지지격자는 Ziry.-4판재를 사용하여 5x5형, 7x7형, 8x8형 및 Full array(16x16형) 배

열로 시제품 제조하여 격자판 및 격자체의 제조가공성을 검토한 후 고안된 모형들의 

기계/구조적 및 열수력적 성능비교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시제품들을 제작하고 있다. 

이들 격자체 후보모형들의 시제품들은 후보모형들의 기계/구조적 및 열수력적 성능을 

비교하고 해석모델을 검증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지지격자체 기계/구조적 시험시설 및 시험기술을 살펴보면 본 과제에서는 지지격

자의 특성시험을 위한 시설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본 과제의 1, 2단계에서는 연료봉 

지지특성 규명에 필요한 격자 스프링 및 딤플의 F-δ(하중-변위) 특성 시험시설, 다점 

지지된 연료봉의 진동특성규명에 필요한 시험시설, 상온 격자판 및 격자 단위 프레팅

마멸 시험시설 등의 시험시설과 시험기술 구축을 완료하 고 고온 고압의 격자판단위 

프레팅마멸 시험시설을 구축하여 성능검증 중에 있으며, 지진 및 사고시에 핵연료의 

구조특성 규명에 이용되는 격자체의 정적 좌굴시험시설과 2종의 동적 충격특성시험시

설(자유낙하식 및 Pendulum type) 및 시험기술을 구축완료하 고 5x5형 부분집합체의 

유체유발진동 시험을 위한 시설과 시험기술을 구축하여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지지격자의 기계/구조적 해석기술을 살펴보면 첫째, 지지격자체 스프링의 연료봉 

지지성능을 주로 시험에 의존하고 있는데 반해 지지격자 스프링의 재료를 사용하여 인

장시편을 제조하고 인장시험을 수행하여 재질의 비선형 특성인 응력 대 변형률의 데이

터를 취득하여 지지격자 스프링에 대한 특성해석을 비선형 역까지 확대하 다. 이와 

같은 비선형 탄‧소성 해석결과가 스프링 특성시험 결과를 비슷하게 예측하고 있다. 따

라서 고안된 고유모형 지지격자에 대한 스프링 특성해석을 수행하여 시편 제조전에 스

프링에 대한 특성을 해석적으로 파악하고 스프링 형상 변경 및 개선에 신속하게 반

함으로서 개발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둘째, 지지격자체의 구조강도를 수치

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델 개발과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발되면 그 동

안 주로 시험에 의존해오던 격자체의 구조강도를 수치적인 해석방법을 통하여 평가함

으로서 반복적인 시편 제조, 특성시험 수행/평가, 형상보완 등에 많이 소요되던 지지

격자 개발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지진이나 냉각재상실사고시 지지격

자체의 기계적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지격자체의 동적 충격해석은 전적으로 모형 

시편을 제조하여 시험에 의존해오던 종래의 방법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충격

시험은 ABB-CE사나 Siemens/KWU사처럼 자유낙하식이나 W사와 같이 진자식 해머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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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지격자체에 충격을 가하여 동적 충격특성을 평가하여 왔는데 충격해머를 강체

면(rigid surface)으로 모델링하여 이 강체면이 시편에 접촉하도록 하고 이 면에 초기

의 충격속도를 부여함으로써 격자체의 동적 충격해석을 시험결과에 근사한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이러한 충격해석을 위한 방법론의 정립은 본 과제의 목표중 하나인 고

강도 지지격자 고유모델의 개발을 위해 도출된 지지격자체에 대해 구조강도해석을 수

행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기계적 강도가 제고된 모형의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과제 1, 2단계 수행을 통하여 핵연료집합체의 유체유발 진동에 기인

한 연료봉의 프레팅 마멸을 분석하는 이론적 방법과 접촉형상에 따른 응력장 해석방법

을 연구하 다. 특히 지지격자체의 구조특성을 수치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방법

(즉, 부분격자체 및 Full array 지지격자 시편에 대한 구조특성 시험결과들을 이용하

여 수치해석적 모델 및 해석기법을 보완함으로서 신뢰성있게 지지격자의 구조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수치해석모델과 방법론을 확립함)은 외국의 핵연료 vendor의 기술수준

을 추월할 수 있는 기술이다.



- 11 -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지지격자 형상 도출 및 설계

 1. 최적화 H형 스프링 부착 지지격자

  가. 개요

외국 특허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외 최신 핵연료의 특징과 국외 특허를 면 히 검

토하여  지지격자 형상을 독창적으로 고안하고 기계/구조적 및 열적 성능을 예비적으

로 분석한 뒤에 특허를 출원한다. 상용 전처리 코드인 IDEAS를 이용하여 3차원 모델을 

만들고 Solver로는 ABAQUS를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면서 지지격자 각 부분

(스프링, 딤플, 격자단위)들의 기능과 기계/구조적 설계 가이드라인 만족여부를 예비 

점검한다. 해석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되면 3차원 모델을 수정한 후 재해석을 수행하

는 feed back 방식을 채택한다. 이러한 결과로 얻어진 고안된 격자형상의 최종 모델의 

일부 복잡한 형상은 수치제어를 위한 데이터로 변환되어 제조회사에 제공되고, 제조회

사는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격자판 제조를 위한 금형설계에 사용하 다. 격자판 제조 

금형을 제작한 후 격자판을 제조할 때에 초벌 시제품에 대한 치수검사, 표면에서의 균

열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본 과제 참여자가 직접 격자판 제조업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하는 제품이 제조되도록 하 다.

핵연료의 개발은 고연소도 및 무결함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연소도 핵연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핵연료봉으로부터 냉각수로의 열전달을 촉진시

키는, 즉 핵연료의 열적성능을 제고하여야 하며, 열적성능의 제고를 위해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핵연료봉 주변을 흐르는 원자로 냉각수의 흐름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하여 지지격자체의 형상변경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로서 혼합날개의 부

착 및 이의 설계변경 또는 유로채널의 효율적인 구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적성능의 제고를 위한 방법은 핵연료봉 주변의 냉각수 흐름을 더욱 큰 난류흐름이 

되도록 하는 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는 핵연료봉 주변의 냉각수를 난류

화하여 핵연료봉의 유체유발 진동의 주요 기인이 된다. 핵연료봉의 유체유발 진동은 

핵연료봉이 지지격자 스프링 또는 딤플과의 접촉면에서 서로 상대적 미끄럼 발생의 원

인이 되고, 이러한 상대적 미끄럼 발생은 핵연료봉에 프레팅에 의한 마멸현상을 유발

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프레팅 마멸현상의 억제를 위해서는 접촉면에서의 균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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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성장 등을 억제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연료봉과 접촉하는 지지격자 스프링과 

딤플의 곡률중심을 핵연료봉의 곡률중심과 동일한 방향에 놓이도록 하는, 즉 등각의 

면접촉(conformal surface contact)이 가능하도록 지지격자 스프링과 딤플의 중앙굴곡

부를 연료봉의 곡률반경과 유사하게 하 다.

이러한 등각의 면접촉이 가능한 스프링이나 딤플(그림 1.1.1)은 핵연료봉과의 접

촉력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연료봉과의 접촉압력의 첨두치(peak value)를 종

래의 스프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 또한 지지부를 형성하기 위한 힌지점이 

종래의 스프링인 외팔보나 단순보 형태가 아닌 복합 단순보(double simply support) 

형태로 핵연료봉이 냉각수에 의해 진동현상을 일으킴에도 안정적인 지지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 연료봉에 작용하는 임의 방향의 외력에도 보다 건전한 지지를 가능하게 하는 

기하학적 형상(그림 1.1.2)을 가지고 있다.

이 초기형상의 프레팅 마모 방지를 위한 H형 스프링 부착 지지격자 형상(그림 

1.1.3)은 그 형상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핵연료봉에 의해 스프링에 변위

(displacement)가 발생하게 되면 연료봉에 수직한(normal) 방향 뿐 아니라 회전방향

(rotational)의 변위도 동시에 발생(그림 1.1.4)하게 되어 초기 개념설계의 목적과는 

달리 프레팅 마멸 저항성능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게 되었다. 따라

서 초기 H형 지지격자 스프링 형상을 최적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형상 최적화 

과정을 통해 최적화 H형 지지격자 형상(그림 1.1.5)을 도출하게 되었다. 단일 셀 내에

서 연료봉의 지지는 초기 H형 지지격자와 동일한 개념인 5점 지지형태(그림 1.1.6)를 

채택하 다.

최적화한 H형 스프링의 형상은 초기 H형 스프링의 세로방향 지지부의 강성을 중

앙굴곡부의 강성과 유사한 역에 있도록 하여 연료봉에 의해 스프링에 수직방향의 변

위가 발생하여도 이 세로방향 지지부가 수직방향의 외력에 주로 반응하여 변위를 발생

시킴으로 인해 중앙 굴곡부는 수직방향 뿐 아니라 회전방향의 변위도 최소화하게 된

다. 이러한 중앙굴곡부의 변위 최소화(그림 1.1.7)는 연료봉과의 상대적 미끄럼을 감

소시켜 결국에는 프레팅 마멸에 의한 핵연료봉의 손상발생 가능성을 크게 저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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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각 부분의 구성과 기능

본 절에서는 최적화 H형 지지격자의 최종 형상을 기준으로 기술하고자 하 다. 

최종형상의 최적화 H형 지지격자는 전체적으로 단일 셀 내에서 연료봉의 지지는 종래

와 유사한 5점 지지를 채택하 다. 즉, 하나의 스프링과 이 주변에 네 개의 딤플이 접

촉하는 지지구조를 가지고 있다.

스프링은 기본 모재의 기준면으로부터 시작된 종방향의 지지부(그림 1.1.6의 22)

는 스프링이 중앙을 향하여 굽힘가공되어 있으며, 이 종방향 지지부는 중앙을 향하여 

벌어지는 형상 및 모아지는 형상이 모두 가능하며, 이 종합향 지지부에 하중이 작용하

게 될 경우 지지부에는 굽힘만이 발생하게 된다. 이 이중 지지부는 연료봉의 제 기능

인 탄성 지지거동을 감당하고 있으며, 중앙의 등각 굴곡부(그림 1.1.6의 21)가 연료봉

과의 면접촉이 가능하도록 연료봉과 곡률반경이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다. 또한 연료

봉과 직접 접촉하는 중앙 굴곡부의 형상(그림 1.1.5의 22)을 원형 또는 아치 형상으로 

최적화함으로써 중앙 굴곡부와 연료봉과의 접촉압력을 사각형상을 가진 굴곡부에 비해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하 다. 최적화한 H형 지지격자 스프링을 부착한 5×5셀 부분격

자체의 형상을 그림 1.1.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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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연료봉에 의한 초기 H형 지지격자 스프링의 변형형상 개념도

그림 1.1.5 최적화한 H형 지지격자 스프링의 단일 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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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최적화 H형 지지격자 단일 셀내에서 연료봉지지 개략도

그림 1.1.7 연료봉에 의한 최적화 H형 지지격자 스프링의 변형형상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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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최적화 H형 지지격자 스프링을 부착한 5×5셀 부분 격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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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새이중판 노즐형 지지격자

   가. 개요

통상적으로 유로 통로형 혼합 지지격자체는 온도가 서로 다른 냉각재를 혼합시

켜서 원자로의 열효율을 높이는 잇점이 있지만 핵연료봉을 지지하는 스프링으로서의 

성능 측면에서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냉각재 통로

형 지지격자체의 스프링은 필연적으로 강성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어 자칫 핵연료봉의 

조사성장을 구속하여  핵연료봉에 휨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커지거나, 핵연료봉을 탄성

적으로 지지하는 탄성범위가 작아서 지지격자체 제작중, 핵연료봉 장전중 혹은 연소중 

조사 향으로 스프링의 특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된다. 이렇게 지지격자

체의 스프링 기능이 상실되면 핵연료봉에 발생하는 유해한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기

능이 상실되므로 냉각재 유동으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핵연료봉에 심각한 문제가 유

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갖고 있는 초기 이중판 노즐형 지지격자(2000년에 

미국 및 한국 특허 획득)는 다음의 그림 1.2.1과 같은 이중판 지지격자 원형은 하류쪽

에 혼합날개가 없는 형태이었다.

그림 1.2.1 구형 이중판 지지격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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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이러한 이중판 지지격자체는 스프링 성능은 물론이고 열수력적 성능의 개

선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지어짐에 따라 다음의 그림 1.2.2와 같이 개선되었다.

그림 1.2.2 혼합날개가 달린 중앙절개형 이중판 지지격자

개선된 지지격자는 혼합날개를 갖는 외에 통로의 중앙에 슬롯을 두어 지지격자 

스프링의 강성을 낮추고자 하 다. 그렇지만 연료봉과 닿는 부분에 폭이 일정한 슬롯

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어졌고 슬롯의 폭이 일정하지 않게 제조된 시편은 

프레팅 마멸특성이 나빠지는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지지격자에 관련된 특성시험을 반

하여 이중판 지지격자는 최종적으로 다음의 그림 1,2,3과 같은 형태로 제조되었다.

이렇게 제조된 측면이 절개된 이중판 노즐형 냉각재 혼합 지지격자는 기 출원

된 대한민국 특허 제 026502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낮은 온도 구역과 높은 온도 구역

에 있는 냉각재를 섞는 노즐의 기능을 보장하면서 핵연료봉을 지지하는 스프링의 기능

이 향상되었다. 2차례에 거쳐서 개선된 이중판 지지격자는 스프링의 측면을 절개함으

로서 스프링의 기계적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핵연료봉과의 접촉형상이 개

선되어 프레팅마멸 저항성이 높아지었음을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21 -

그림 1.2.3 측면이 절개된 새 이중판 지지격자

   나. 각 부분의 구성과 기능

다음의 그림 1.2.4 및 1.2.5는 측면이 절개된 이중판 노즐형 지지격자체에서 노

즐부의 모양을 갖는 기본 단위셀을 도시한 사시도로서 이러한 두 가지 기본셀의 조합

과 회전날개의 부착 유무만으로 전체 지지격자체의 내부판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1.2.4 기본 단위셀 가형 그림 1.2.5 기본 단위셀 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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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1.2.6 및 1.2.7은 노즐에서 유출되는 냉각재를 원하는 회전유동이

나 횡류 등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지격자판의 상부, 즉 냉각재 유동의 하류부분에 형성

시킨 혼합날개를 갖는 기본 단위셀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그림 1.2.6 혼합날개 기본셀 가형 그림 1.2.7 혼합날개 기본셀 나형

그림 1.2.4∼1.2.61에 도시된 기본 단위 셀들을 적절히 배열하여 구성된 혼합날

개가 달린 이중판 지지격자체를 도시하면 다음의 그림 1.2.8과 같다.

그림 1.2.8 혼합날개가 부착된 측면절개형 이중판 지지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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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9 이중판 지지격자의 외곽판 가형  

그림 1.2.10 이중판 지지격자의 외곽판 나형 

측면절개형 이중판 냉각재 혼합 지지격자의 외곽판들도 얇은 판을 맞대어 만들어

지게 된다. 다음의 그림 1.2.9와 1.2.10은 외곽판이 결합된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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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판의내측판은 내부판들과 동일하게 노즐이 형성되어있으나 최 외곽판은 평평

한 면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이것은 핵연료집합체로 구성된 후 집합체와 집합체의 간

섭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형상이다. 핵연료봉이 끼워질 내부셀들과 그림 

1.2.9와 1.2.10과 같은 외곽판으로 구성되는 외곽셀들이 핵연료봉을 지지하는 성능이 

동일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부격자 내측판 가 및 나형이 사용된다. 이러한 외곽 격자판

들에 있는 냉각재 통로는 내부 격자판에 있는 냉각재 통로 단면적의 절반이 되기 때문

에 스프링의 성능 뿐 아니라 유동성능도 핵연료봉을 기준으로 볼 때 내부셀, 외곽셀 

구분없이 사방에서 대칭성이 보장된다.

  다. 산업재산권 현황

그림 1.2.1에 도시한 최초의 이중판 냉각재 혼합 지지격자는 2000년 6월8일자로 

대한민국 특허 번호 제 0265027로, 그리고 2000년 10월10일자로 미국 특허 번호 

6130927로 등록되었다.

그림 1.2.2에 도시한 1차 수정된 혼합날개를 부착한 이중판 지지격자는 2001년 3

월 21일자로 대한민국 특허출원 번호 제 10-2001-0014474로, 그리고 2001년 5월 22일 

자로 미국 특허출원 번호 제 09/862383으로 출원되었다.

또한, 그림 1.2.3에 도시한 2차 수정된 측면절개형 이중판 지지격자는 2002년 10

월 30일자로 대한민국 특허 출원 번호 제 2002-66627로 출원되었고, 미국 특허 출원을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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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술형 다목적 핵연료 지지격자

   가. 개  요

입술형 다목적 핵연료 지지격자는 개발목적에 따라 연료봉과 지지격자 스프링이

나 딤플간의 접촉을 등각의 면접촉이 되도록 하여 접촉력을 분산시켜 진동에 따른 연

료봉의 프레팅 마모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스프링의 탄성거동 허용범위를 넓게 하

여 잔류 스프링력이 연료봉을 건전하게 지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기계적 건전성을 유

지하면서 압력손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구조적 형상에 따라 하단

으로부터 유입되는 이물질이 포획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1.3.1과 같이 입술형 

다목적 핵연료 지지격자의 또 다른 목적은 스프링에 받는 부하를 상하 또는 좌우로만 

받던 것을 사방으로 분산되도록 하여 접촉면에서 첨두응력의 크기를 감소시키며, 연료

봉에 작용하는 임의의 방향으로부터의 힘 또는 압력장의 변화에도 연료봉을 안정적으

로 지지하며, 딤플의 상부에 연장된 유동혼합날개를 형성하여 냉각수의 과도한 와류 

및 강제 회전유동을 발생시키기 위해 부착되는 유동 혼합날개로 인한 압력 손실을 최

소화하고 유동간섭을 최소화하며, 상기 유동혼합날개에 스푼형태의 굴곡을 주고, 기존

의 날개보다 2배정도 크기를 이용하여 냉각수가 날개에 부딪치는 냉각수의 접촉면적을 

최대화함으로서 유동혼합을 최대화하고 날개의 각도를 조절하고 날개의 수를 기존의 

유동혼합날개가 부착된 지지격자체의 절반으로 줄여 압력손실을 최소화함으로서 냉각

성능을 증가시켰다. 딤플과 스프링이 아치형 절개부를 구비하도록 하여 냉각수의 측면 

유로를 확보함으로써 이물질이 딤플과 스프링에 포획이 가능하게 하여 이물질에 의한 

핵연료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고안된 다목적의 지지격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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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입술형 다목적 핵연료 지지격자

   나. 각 부문의 구성과 기능

입술형 다목적 핵연료 지지격자는 기존의 핵연료 지지격자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

하지만 구성과 성능에 있어 연료봉과의 면접촉에 의한 지지건전성 확보, 아치형의 창

따기 및 구조적 보완에 따른 압력손실 최소화, 냉가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한 딤플과의 

연장선상에 유지되는 바가지형 유동혼합날개, 구조형상을 이용한 이물질 여과기능 등

의 다목적의 핵연료 지지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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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입술형 다목적 핵연료 지지격자 격자판

그림 1.3.2와 같이 가로 및 세로 격자판을 구성하는 단위격자판은, 축방향으로 

소정의 폭을 두고 평행하게 배열되는 두개의 세로지지보와, 세로지지보의 각단에서 동

일한 거리의 위치에 수평으로 각각 연장되어 두 세로지지보를 연결하고 중앙에 직사각

형으로 개구부를 형성하는 가로지지보로 구성되어 있다.  개구부 위치에 결합되는 것

으로, 폭방향으로 연료봉의 외주면과 면접촉되도록 하는 곡률로 소정의 폭만큼 만곡되

며 축방향으로 길게 형성되는 등각굴곡부와, 상기 등각굴곡부의 양측단을 경계로 각각 

반대방향으로 절곡되어 소정의 폭만큼 연장되는 좌/우연장부와, 상기 좌연장부의 좌측

단 및 우연장부의 우측단 각각의 상단 및 하단에서 측상방 및 측하방으로 더 연장되는 

4개의 스프링 다리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상기 개구부의 양측절개선 각각의 상단부 및 

하단부에 상기 스프링 다리가 각각 연결되어있는 소금쟁이형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

다.

소금쟁이형 스프링은 상/하부에 각각 결합되는 것으로, 폭방향으로 중앙에 연료

봉의 외주면과 면접촉이 되도록 연료봉 곡률로 소정의 폭만큼 만곡 형성되는 딤플굴곡

부와, 딤플굴곡부의 양측단을 경계로 각각 반대방향으로 절곡 연장되는 좌/우 딤플연

장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단 및 하단 절개선이 아치형을 이루도록 고안되었다. 소

금쟁이형 스프링의 돌출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돌출되는 상부 및 하부 딤플을 포함

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아래방향의 단면으로 입술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다.  

그림 1.3.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단위격자판은 최상단에 위치하는 딤플연장부 상

단에서 상부로 더 연장되는 유동혼합날개를 설치하여 냉각수의 유체접촉면적을 최대화

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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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은 지지격자체를 도시한 사시도이고, 그림 1.3.2는 지지격자체를 구성

하는 가로 격자판과 세로격자판을 도시한 입면도이다. 그림 1.3.3은 지지격자체를 도

시한 평면도이고, 그림 1.3.4는 단위격자판을 도시한 정면도와 스프링부를 확대한 정

면도이다. 

       

   그림 1.3.3 입술형 지지격자체 평면도     그림 1.3.4 입술형 단위격자판 정면도 

그림 1.3.4의 우측그림은 소금쟁이형 스프링을 도시한 정면도이고, 좌측그림의 

딤플상단에 있는 것이 유동혼합날개가 결합된 상부 딤플을 도시한 그림이다. 

입술형 다목적 핵연료 지지격자는 가로 및 세로 격자판에 크게 뼈대 역할의 지지

부와, 이 지지부의 중앙에 형성된 개구부에 위치하는 소금쟁이형 스프링, 지지부의 상

/하단부 즉 소금쟁이형 스프링의 상/하부에 각각 위치하도록 결합되는 상부 및 하부 

딤플, 상부 딤플의 상부절개선으로 더 연장되는 유동혼합날개를 포함하여 구성되어진

다. 참고로, 소금쟁이형 스프링은, 곤충류에 속하며 6개의 다리 중에서 길이가 짧은 

앞다리를 제외한 4개의 다리가 몸체를 중심으로 좌우 전후방으로 길게 뻗은 형태적 특

징을 가지는 소금쟁이와 형태적 유사성을 가짐에 따라 소금쟁이형 스프링으로 명명하

다.  지지부는 축방향으로 소정의 폭을 두고 평행하게 배열되는 두개의 세로지지보

와 상하 각단에서 동일한 거리의 위치에서 수평으로 각각 연장되어 상기 두 세로지지

보를 연결하고 중앙에 직사각형의 개구부를 형성하는 가로지지보를 포함하여 구성된

다. 또한 상기 지지부에 형성되는 개구부의 상하 위치에는 각각 상부/하부로 개방된 

상/하 개방부가 형성된다.  소금쟁이형 스프링은 상기 지지부의 중앙에 형성되는 개구

부 위치에 결합되는 것으로, 폭방향으로 연료봉의 외주면과 면접촉되도록 하는 곡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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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폭만큼 만곡되며 축방향으로 길게 형성되는 등각굴곡부, 양측단을 경계로 각각 

반대방향으로 절곡되어 소정의 폭만큼 연장되는 좌/우연장부, 좌측단 및 우연장부의 

우측단 각각의 상단 및 하단에서 측상방 및 측하방으로 더 연장되는 4개의 스프링 다

리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4개의 스프링 다리가 각각 상기 개구부의 양측방절개선의 최

상단 및 최하단에 연결되어 소금쟁이형 스프링이 지지부와 결합하게 되고, 이에 따라 

4점 지지구조를 갖게 되며, 상기 지지부의 면을 기준으로 한방향으로 돌출하게 된다. 

상부 및 하부 딤플은 상기 소금쟁이형 스프링 상/하부 위치에 각각 결합되어 폭

방향으로 중앙에 연료봉의 외주면과 면접촉하도록 하는 곡률로 소정의 폭만큼 만곡 형

성되는 딤플굴곡부, 양측단을 경계로 각각 반대방향으로 절곡 연장되는 좌/우 딤플연

장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딤플은 각각의 상단 및 하단 절개선의 정면형상이 아치형

을 이루도록 되어, 소금쟁이형 스프링의 돌출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돌출하게 된

다. 

소금쟁이형 스프링의 등각굴곡부의 곡률은 연료봉과 정확한 면접촉을 유도하여 

연료봉의 진동 및 외부충격에 지지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료봉의 곡률보

다 미세하게 큰 정도로 형성된다. 즉, 연료봉이 장입되기 전의 등각굴곡부의 곡률은 

연료봉보다 미세하게 조금 크지만 실제 연료봉이 장입되면 스프링 면이 눌려 연료봉과 

곡률반경이 일치하게 된다. 등각굴곡부의 중심부에 축방향으로 길고 폭방향으로 좁은 

창따기부가 형성된다. 창따기부의 형성으로 연료봉 표면과 등각굴곡부 사이에 미량이

라도 유체가 고립됨으로써 국부적인 열전달을 억제함에 의한 핵비등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소금쟁이형 스프링의 각 스프링 다리에는 좌/우연장부의 절곡방향과 반

대방향으로 다시 절곡되는 절곡부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절곡부는 지지부의 면

을 기준으로 등각굴곡부의 돌출방향과 반대측으로 돌출하게 된다. 또한, 절곡부의 굽

힘각도를 조절함으로써 연료봉에 대한 지지력을 조절할 수 있다. 소금쟁이형 스프링의 

상단 절개선 및 하단 절개선, 즉 등각굴곡부와 좌/우연장부 및 상부 양측에서 연장되

는 두 스프링다리의 연결된 상단 절개선과, 등각굴곡부와 좌/우연장부 및 하부 양측에

서 연장되는 두 스프링 다리의 연결된 하단절개선의 정면형상이 상호 대칭의 아치형으

로 각각 형성된다. 다시 말해, 상단 절개선은 위로 오목하고, 하단 절개선은 아래로 

오목한 아치형으로 형성된다. 

위와 같이 구성됨에 따라, 그림 1.3.3에 도시된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소금쟁이형 스프링은 평단면 형상은 아랫입술 모양으로 형성되고, 상부 및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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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플의 평단면 형상은 윗입술 모양으로 형성된다. 또한, 상기 소금쟁이형 스프링과 상

부 및 하부 딤플의 돌출방향이 서로 반대임에 따라, 서로 다른 연료봉을 지지하며, 이

로 인해 평면 또는 아래면에서 관찰할 경우, 전체적으로 입술형상을 하게 된다.

그림 1.3.5 입술형 지지격자의 상단 딤플의 유동혼합날개

유동혼합날개는 그림 1.3.4와 같이 소금쟁이형 스프링과 동일한 방향으로 돌출되

도록 상부 딤플의 한쪽 딤플연장부의 상단절개선에서 상부로 더 연장되면서 점진적으

로 만곡되어 연료봉측이 오목한 스픈형상으로 형성된다. 그림 1.3.5와 같이 유동혼합

날개의 지지부의 면에 대한 굽힘각도는 9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최상

단부 법선과 축방향의 수직선 사이의 각이 예각으로 형성된다. 유동혼합날개는 최상단

부 절개선의 평면형상이 연료봉의 반경보다 큰 반경의 호에 대응하도록 형성되어 연료

봉의 장입시에 연료봉의 표면이 히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그림 1.3.6 입술형 지지격자에 연료봉이 장입된 단위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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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과 같이 연료봉 장착시 상부 및 하부 딤플과 스프링의 접촉상태를 확

인할 수 있으며 유동혼합날개에 의한 냉각수의 유로 변경방향을 알 수 있다. 유동혼합

날개를 구비함에 따라 유체의 강제혼합을 통한 냉각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상부 딤플의 하단절개선과 하부 딤플의 상단절개선이 아치형으로 구비됨에 따라, 

지지격자체 내부의 압력강하량이 축소되며, 종래기술의 지지격자체에서 흔히 볼수 있

는 하부 딤플의 하부에 위치하는 하단부 가로지지보가 없음에 따라 유체의 유동에 의

해 지지격자체의 하부를 통해 이물질이 유입될 경우, 이물질의 포획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입술형 다목적 지지격자체는 소금쟁이형 스프링과 

상부 및 하부 딤플이 각각 연료봉과 등각의 면접촉을 통하여 원자로의 운전중 발생할 

수 있는 노내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의의 방향에 대한 하중에 대하여 

안정적인 연료봉의 지지가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연료봉이 스프링의 접촉면적

이 증대됨에 따라 연료봉의 진동시 프레팅 마모손상에 대한 저항성의 증대를 포함하여 

연료봉의 지지건전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4개의 스프링 다리가 소금쟁이 다리모양의 구조를 하고 있으며 각각 절곡

부가 형성되어 적정수준으로 스프링력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스프링의 탄성범

위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다. 

더욱이 소금쟁이형 스프링의 상/하단 절개선이 아치형으로 형성되어 부하를 받을 

경우 비틀림력이 격자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등각굴곡부를 통해 전달되는 힘이 단위격

자판의 사방으로 고루 전달되므로서 부하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등각굴곡부에 창따기부를 구비함에 따라 연료봉으로부터의 열전달 억제로 

인한 핵비등이탈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는 스프링력을 

조절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핵연료의 장전 및 인출시 과도한 힘이 요구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핵연료봉의 표면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줄어들어 손상부위로 인한 부식 

발생을 방지하여 연료봉의 수명 단축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부 딤플에 연결되도록 구비되는 스푼형태의 유동혼합날개를 구비함에 따

라 각 단위셀 내에서 유체를 유동방향을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줌으로서 냉각수의 효과

적인 혼합이 가능하도록 하며, 상부 딤플 및 하부 딤플의 상/하단 절개선의 형상이 아

치형으로 형성됨에 따라 유체의 압력강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지지

격자체 하단으로부터 유입되는 유체의 흐름변화를 유도하고 유체 속에 섞여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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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물질을 유도하여 딤플과 소금쟁이형 스프링사이에서 포획하 수 있게 됨에 따

라, 이는 이물질에 의한 연료봉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다. 산업재산권 현황

입술형 다목 핵연료 지지격자는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해 2001년 12월 26일 국내 

특허출원(2001-85115) 및 실용신안(2001-40175)을 신청하여 2002년 3월 13일 실용신안

이 등록(0269662)이 등록되었다. 내용의 보완 청구조정을 통하여 2002년 12월 24일 미

국에 특허출원(10-328974)되어 있다. 산업재산권의 청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다수의 핵연료봉으로 구성되는 핵연료봉 집합체를 지지하기 위해, 각각 다

수의 단위격자판이 병렬로 연결되어 형성되며 각 단위격자판간의 연결부에는 상부 또

는 하부로부터 절개된 소정길이의 슬릿이 형성되는 가로 및 세로격자판을 종횡으로 교

차하도록 배열하여, 핵연료봉이 각각 하나씩 장입되어 위치하도록 하는 다수의 단위셀

을 형성하는 지지격자체에 있어서, 가로 및 세로 격자판을 구성하는 단위격자판은, 축

방향으로 소정의 폭을 두고 평행하게 배열되는 두개의 세로지지보와, 세로지지보의 각

단에서 동일한 거리의 위치에 수평으로 각각 연장되어 상기 두 세로지지보를 연결하고 

중앙에 직사각형으로 개구부를 형성하는 가로지지보를 포함한 구성의 지지부와;  개구

부 위치에 결합되는 것으로, 폭방향으로 연료봉의 외주면과 면접촉되도록 하는 곡률로 

소정의 폭만큼 만곡되며 축방향으로 길게 형성되는 등각굴곡부와, 상기 등각굴곡부의 

양측단을 경계로 각각 반대방향으로 절곡되어 소정의 폭만큼 연장되는 좌/우연장부와,  

좌연장부의 좌측단 및 우연장부의 우측단 각각의 상단 및 하단에서 측상방 및 측하방

으로 더 연장되는 4개의 스프링 다리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개구부의 양측절개선 각각

의 상단부 및 하단부에 상기 스프링 다리가 각각 연결되어 결합되어 일측으로 돌출되

는 소금쟁이형 스프링과 소금쟁이형 스프링 상/하부에 각각 결합되는 것으로, 폭방향

으로 중앙에 연료봉의 외주면과 면접촉하도록 하는 곡률로 소정의 폭만큼 만곡 형성되

는 딤플굴곡부와, 딤플굴곡부의 양측단을 경계로 각각 반대방향으로 절곡 연장되는 좌

/우 딤플연장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단 및 하단 절개선이 아치형을 이루도록 구비

되어, 소금쟁이형 스프링의 돌출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돌출되는 상부 및 하부 딤

플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술형 다목적 핵연료 지지격자체. 

2) 소금쟁이형 스프링의 등각굴곡부에는 축방향으로 길고 폭방향으로 좁은 창

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술형 다목적 핵연료 지지격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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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금쟁이형 스프링의 각 스프링 다리에는 좌우연장부의 절곡방향과 반대방

향으로 다시 절곡되는 절곡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술형 다목적 핵연료 

지지격자체.

4) 절곡부는 기저부를 기준으로 등각굴곡부의 반대측으로 돌출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입술형 다목적 핵연료 지지격자체. 

5) 소금쟁이형 스프링은 등각굴곡부와 좌/우연장부 및 상부 양측에서 연장되는 

두 스프링다리의 연결된 상단절개선과, 등각굴곡부와 좌/우연장부 및 하부 양측에서 

연장되는 두 스프링다리의 연결된 하단절개선의 정면형상이 상호 대칭의 아치형으로 

각각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술형 다목적 핵연료 지지격자체.

6) 단위격자판은 최상단에 위치하는 상부 딤플의 일측 딤플연장부 상단에서 상

부로 더 연장되는 유동혼합날개를 더 구비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술형 다목

적 핵연료 지지격자체.

7) 유동혼합날개는 소금쟁이형 스프링과 동일한 방향으로 돌출되도록 점진적으

로 절곡형성되어 스픈형상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술형 다목적 핵연료 지지

격자체. 

8) 유동혼합날개의 상단부 법선과 축방향의 수직선 사이의 각은 예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술형 다목적 핵연료 지지격자체. 

9) 유동혼합날개는 상단부의 평면형상이 연료봉의 반경보다 큰 반경의 호에 대

응하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술형 다목적 핵연료 지지격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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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지격자 시편제작

 1. 격자판 시편

  가. 제작 목적

스프링 특성시험, 프레팅마멸 특성시험 및 피로시험을 위해서는 제 3 절에 소개

되는 각각의 시험장치에 적합하도록 스프링 한 개와 그 반대 면에 있는 두 개의 딤플

을 갖는 형상의 지지격자판 단위의 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격자판 시편은 제조된 

지지격자판으로부터 하나의 셀 피치에 해당하는 폭으로 절단하여 제작하 다.

  나. 형상 및 치수

수행 시험인 스프링 특성시험, 프레팅마멸 특성시험 및 피로시험에 사용한 스프

링의 형상은 최적화 H형, 새 이중판 노즐형이었으며 각각의 격자판 시편 형상 및 치수

를 그림 2.1.1에 나타내고 있다. 본 과제를 통해 개발한 지지격자 스프링 시편은 한국 

표준형 원전용 16×16 핵연료집합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으므로 셀 피치가 동일하

다. 따라서, 각 형상의 스프링 시편 폭은 제작의 안정성을 위해 모두 동일하게 11.5 

mm로 하 으며, 이로부터 시편을 고정하는 치구의 시편 접촉부 형상 및 치수 설계를 

공통적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각각의 시험을 위한 치구 설계 시에는 단지 시편

의 길이만 고려하면 되었다. 단, 지지격자체 단위의 프레팅 마멸시험에서는 하나의 지

지격자 셀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네 개의 격자판 시편 중, 두 개는 셀 크기를 조

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5 mm의 폭을 갖는 시편을 추가로 제작하 다.

그림 2.1.1. 격자판 시편 형상 및 치수(W = 11.5 mm 또는 10.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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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레팅마멸 특성시험에서는 스프링 또는 딤플과 접촉하는 연료봉 시편이 

필요하다. 연료봉 튜브 시편은 지지격자판 단위와 지지격자체 단위의 시험에 따라 서

로 다른 형상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것은 제 3 절에 소개될 시험장치를 참고하면 알 

수 있듯이 지지격자판 단위의 시험에서는 스프링(또는 딤플)과 접촉하는 곳이 하나이

므로 튜브 시편의 길이는 두 딤플 사이의 거리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길면 되지만, 

지지격자체 단위의 시험에서는 핵연료집합체의 한 개 또는 두 개의 스팬(span)을 모사

하게 되므로 스프링(또는 딤플)과의 접촉점이 스팬 길이만큼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지지격자판 단위의 프레팅마멸 특성시험을 위한 튜브 시편은 연료봉 튜브

를 약 45 mm 길이(스프링 형상에 따라 최종 길이를 결정하 음)로 절단하고 한쪽 끝단

에 시험장치에 조립할 수 있는 플러그를 끼운 형태로 설계하 다. 이 지지격자판 단위

의 프레팅마멸 특성시험에 사용한 튜브 시편을 그림 2.1.2에 보여 준다.

한편, 지지격자체 단위의 프레팅마멸 특성시험에서는 튜브 시편의 절약을 위해 

스팬 양옆의 스프링(또는 딤플)과 접촉하는 위치에 튜브 시편을 사용하고 그 사이는 

연결봉을 사용하는 구조로 설계하 다. 또한 스팬 양옆의 각각의 접촉점 바깥쪽에는 

인접 스팬의 연료봉 무게에 해당하는 보조 질량체를 부착하도록 하여 마멸을 발생시키

는 연료봉 진동을 실제와 가깝도록 모사하 다. 따라서 지지격자체 단위의 프레팅마멸 

특성시험에서는 단순히 연료봉 튜브를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품이 조립된 튜브 

시편집합체를 이용하게 되었다. 그림 2.1.3에 지지격자체 단위의 프레팅마멸 특성시험

에 사용한 튜브 시편의 설계도를 나타내었다.

φ

그림 35.1.2. 지지격자판 단위의 프레팅마멸 특성시험에 사용한 튜브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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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지지격자체 단위의 프레팅마멸 특성시험에 사용한 튜브 시편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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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격자체 시편

  가. 최적화 H형 지지격자

   (1) 원자재 선택

앞서 기술한 격자판 시편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와 동일한 지르칼로이-4를 격자

체 시편을 제조하기 위한 재질로 선택하 다. 현재 지르칼로이 자재는 계속 성능이 우

수한 재질로 개량하고 있으나 종래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원자재를 사용하여 기계

적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형상을 개발하고 추후에 개량된 원자재를 적용하여 노내

성능 검증시험에 사용할 시편을 제조하기로 하여 부분격자체 및 전체 격자체는 지르칼

로이-4를 사용하 다.

원자재의 공급은 크게 미국의 Wahchang사와 프랑스의 CEZUS사가 공급원으로 되어 

있으나 원자재의 시방이 동일하고 기계적 성질이 유사함에도 상대적으로 저가이며, 공

급 일정이 짧은 CEZUS사의 원자재를 도입하 다.

   (2) 시편제조 절차

앞서 기술한 격자판 제조와 동일한 제조방법을 적용하여 설계된 셀을 갖는 격자

판들을 제조하고 이들을 레이저 용접방법을 사용하여 성능검증에 필요한 격자체 시편

을 제조하 다. 다만 격자판 단위의 시편과 달리 격자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유동혼

합날개와 격자체를 구성하기 위한 슬릿(slit)이 가로판과 세로판이 서로 다르므로 격

자체를 구성하기 위한 각 부품도는 정해진 셀의 수에 따라 다르게 된다.

격자판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을 사용하고 혼합날개의 유무 및 방향과 슬릿의 방

향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각 격자판을 제조하고 소성가공을 통해 격

자판 내부에 잔류하게 되는 잔류응력을 제거하기 위해 열처리를 수행한다. 이 열처리

는 진공로에서 수행하며 약 1×10
-4
 torr 정도의 진공 분위기와 150℃의 온도에서 열처

리를 수행하여 소성가공에 의해 재료 내부에 존재하게 되는 잔류응력을 제거하고자 하

다.

열처리가 끝난 격자판들은 초음파 세척을 통해 격자판에 존재할 수 있는 이물질

들을 제거하고 용접 챔버 내에서 가스 분위기 하에서 레이저로 격자판들이 교차하는 

부위, 격자판들이 서로 맞대이는 부분을 용접하여 격자체 시편을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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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종 격자체 시편

    o 5×5셀 부분격자체

5×5셀 부분격자체는 격자체 제조성 및 노외 기계/구조적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제조한 시편이다. 내부격자판은 단일 셀 격자판과 동일한 셀을 5개로 확장하 고, 외

부격자판은 기계/구조적 성능시험을 위해 스프링을 성형하지 않고 편평하게 하고 두께

만 0.66 mm를 사용한 것을 사용하여 내부 셀 주변을 돌려 제조하 다. 이 5×5셀 부분

격자체 제조도면은 그림 2.2.1과 같다.

그림 2.2.1 초기 H형 스프링이 부착된 5×5셀 부분 격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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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7×7셀 부분격자체

7×7셀 부분격자체는 격자체의 노외 기계/구조적 성능시험 및 열수력적 성능시험

을 외국의 검증된 시험시설에서 시험을 수행하여 이들 노외 성능시험 결과를 국내에서 

구축하여 시험한 결과들과 비교하여 시험의 적합성 및 고유모형 지지격자의 성능을 입

중하기 위한 시편이다. 이 시편은 외부격자판 없이 내부격자판만으로 단일 셀 격자판

과 동일한 셀을 7개로 확장하 고(그림 2.2.2), 내부 셀간의 교차부만을 한원연(주)에

서 레이저 용접하여 제조하 다. 이 7×7셀 부분격자체 제조도면를 위한 내부격자판 

제조도면은 그림 2.2.3과 같다.

그림 2.2.2 최적화 H형 스프링이 부착된 7×7셀 부분 격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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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최적화 H형 스프링이 부착된 7셀 격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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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8×8셀 전체 격자체

8×8셀 부분격자체는 기반기술 분야에서의 격자체 정적 좌굴 및 동적 충격특성을 

해석하기 위한 모델개발과 작성된 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조하 다. 이것은 

기 수행한 5×5셀 부분격자체를 통해 최종 후보모형을 선정하 지만 시험결과를 근사

하게 모사할 수 있는 해석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체 격자체의 1/4모델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 수행한 5×5셀 부분격자체는 연료봉 셀 만으로 

구성하여 안내관의 삽입에 의한 향을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내관을 삽입하여 

전체의 1/4격자체를 제조하여 노외 기계/구조적 성능시험을 수행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한 내부격자판은 단일 셀 격자판과 동일한 셀을 8개로 확장하 고, 외부

격자판은 기계/구조적 성능시험을 위해 스프링을 성형하지 않고 편평하게 하고 두께만 

0.66 mm를 사용한 것을 사용하여 내부 셀 주변을 돌려 제조하 다. 이 8×8셀 부분격

자체 제조도면은 그림 2.2.4와 같다. 이 격자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림 2.2.5와 같

은 내부격자판 14장과 그림 2.2.1과 같은 형상의 외부격자판 4장이 필요하게 된다.

그림 2.2.4 최적화 H형 스프링이 부착된 8×8셀 부분 격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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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최적화 H형 8×8셀 부분 격자체를 구성하기 위한 내부격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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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최적화 H형 스프링이 부착된 전체 지지격자의 평면도

그림 2.2.8 최적화 H형 스프링이 부착된 전체 지지격자의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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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체 격자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7×7셀 부분격자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림 2.2.2의 내부격자판 개념을 16셀로 확장한 내부격자판 도면이 14종, 딤플만으로 구

성된 중앙격자판 2종 및 외부격자판 2종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외부격자판은 이전의 부분격자체를 구성하기 위한 외부격자판과는 달리 핵

연료를 노심에 장전할 때 인접 연료와의 간섭에 의한 손상발생 가능성 저감, 핵연료의 

운송 및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외력에 의해 연료봉에 과도한 변형이 발생되더라도 

안정적인 연료봉의 지지를 기할 수 있으면서도 내부격자판에 적용한 등각의 면접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외부격자판 스프링을 적용하 다. 이러한 전체 격자체의 정면도를 

그림 2.2.9에 나타내었다.

그림 2.2.9 최적화 H형 스프링이 부착된 전체 지지격자의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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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새 이중판노즐형 지지격자

   (1) 5×5셀 부분격자체

5×5셀 부분격자체는 격자체 제조성 및 노외 기계/구조적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제조한 시편이다. 내부격자판은 단일 셀 격자판과 동일한 셀을 5개로 확장하 고, 외

부격자판은 기계/구조적 성능시험을 위해 스프링을 성형하지 않고 편평하게 하고 두께

만 0.46 mm를 사용한 것을 사용하여 내부 셀 주변을 돌려 제조하 다. 이 5×5셀 부분

격자체 제조도면은 그림 2.2.10과 같다.

그림 2.2.10 이중판노즐형 5×5셀 부분격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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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7×7셀 부분격자체

7×7셀 부분격자체는 격자체의 노외 기계/구조적 성능시험 및 열수력적 성능시험

을 외국의 검증된 시험시설에서 시험을 수행하여 이들 노외 성능시험 결과를 국내에서 

구축하여 시험한 결과들과 비교하여 시험의 적합성 및 고유모형 지지격자의 성능을 입

중하기 위한 시편이다. 이 시편은 외부격자판 없이 내부격자판만으로 단일 셀 격자판

과 동일한 셀을 7개로 확장하 고(그림 2.2.11), 내부 셀간의 교차부만을 레이저 용접

하여 제조하 다. 이 7×7셀 부분격자체를 제조하기 위한 각 격자판 제조도면은 그림 

2.2.12∼15와 같다.

그림 2.2.11 이중판노즐형 7×7셀 부분 격자체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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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 이중판노즐형 7×7셀 부분 격자체를 구성하기 위한 1번 격자판

그림 2.2.13 이중판노즐형 7×7셀 부분 격자체를 구성하기 위한 2번 격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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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4 이중판노즐형 7×7셀 부분 격자체를 구성하기 위한 3번 격자판

그림 2.2.15 이중판노즐형 7×7셀 부분 격자체를 구성하기 위한 4번 격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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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8×8셀 전체 격자체

8×8셀 부분격자체는 기반기술 분야에서의 격자체 정적 좌굴 및 동적 충격특성을 

해석하기 위한 모델개발과 작성된 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조하 다. 이것은 

기 수행한 5×5셀 부분격자체를 통해 최종 후보모형을 선정하 지만 시험결과를 근사

하게 모사할 수 있는 해석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체 격자체의 1/4모델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 수행한 5×5셀 부분격자체는 연료봉 셀 만으로 

구성하여 안내관의 삽입에 의한 향을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내관을 삽입하여 

전체의 1/4격자체를 제조하여 노외 기계/구조적 성능시험을 수행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한 내부격자판은 단일 셀 격자판과 동일한 셀을 8개로 확장하 고, 외부

격자판은 기계/구조적 성능시험을 위해 스프링을 성형하지 않고 편평하게 하고 두께만 

0.46 mm를 사용한 것을 사용하여 내부 셀 주변을 돌려 제조하 다. 이 8×8셀 부분격

자체 제조도면은 그림 2.2.16과 같다. 이 격자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림 2.2.5와 

같은 내부격자판 14장과 그림 2.2.1과 같은 형상의 외부격자판 4장이 필요하게 된다.

그림 2.2.16 이중판노즐형 8×8셀 부분 격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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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7 이중판노즐형 8×8셀 부분 격자체를 구성하기 위한 내부격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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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입술형 다목적 핵연료 지지격자

   (1) 개요

입술형 지지격자는 그림 2.2.18은 시편제작에 사용된 도면이다. 실제 격자판 및 

유동혼합날개 등 상세한 수치와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그림 2.2.18 입술형 다목적 핵연료 지지격자 제작 도면

   (2) 스프링 강성분석

입술형 지지격자의 스프링에 대한 강성분석을 위하여 I-DEAS의 도면을 이용하여 

ABAQUS 분석을 실시하 다. 소금쟁이형 스프링의 특성상 2개의 외팔보가 상단에 나머

지 2개가 하단에 장착되어 스프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상단의 스프링보만을 분석

한 결과 탄성변위 역 구간이 0.2에서 90 N 정도로 나타났으며 상단과 하단을 동시에 

눌 을 때 탄성변위 역 0.18 mm에서 160 N으로 나타났다.(그림 2.2.19에 설명된 그래

프를 참조) 이는 최적화 H형 스프링보다 스프링의 강성이 센 것으로 적절한 최적화 작

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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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9 입술형 다목적 핵연료 지지격자 스프링 특성곡선

따라서, 그림 2.2.20과 같이 입술형 지지격자의 최적화를 위하여 스프링보의 길

이를 늘리고 전체길이를 1.0 mm 정도 늘려 최적화 설계를 마쳤다. 이는 시편가공 및 

제작을 통하여 실제 스프링 강성에 대한 시험이 필요하고 차후 3단계연구기간 중 스프

링 특성시험이 수행될 예정이다.

그림 2.2.20 입술형 다목적 핵연료 지지격자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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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5 부분핵연료집합체 

지지격자로 지지된 단일 연료봉의 진동시험은 5×5 지지격자체의 하부를 베드에 

고정하고 납펠렛이 들어있는 하나의 모의 연료봉을 이용하 다. 5×5 부분핵연료집합

체의 동적 거동을 파악하고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진동해석[2.3.1]도 수행하 다. 

이런 시험과 해석에 의해 부분핵연료집합체의 크기, 안내관의 개수 및 위치등을 결정

되었고 시험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3단계에는 5×5 부분핵연료집합체의 

진동시험과 유체유발진동시험이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시험에 사용할 모의 부분핵연료

집합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후보 모형으로 선정된 2가지 모형(H형 지지격자

체와 이중판 지지격자체)에 대한 5×5 부분핵연료집합체를 제작하게 되었다.

지지격자체의 용접 및 지지격자체와 안내관슬리브의 용접은 한솔엔지니어링(주)

에서 수행되었고, 안내관 및 모의연료봉 단품의 제작과 안내관 슬리브와 안내관의 점

용접, 그리고 5×5 부분핵연료집합체의 최종 조립은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서 수행

되었다.  지지격자체와 안내관슬리브를 용접한 형상은 그림 2.3.1과 같다.

그림 2.3.1 안내관슬리브가 연결된 이중판지지격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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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5×5셀 부분 핵연료집합체 제작도면(1/2)

5×5 부분핵연료집합체를 제작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은 다음의 그림 2.3.2 및 

2.3.3과 같다.

그림 2.3.3 5×5셀 부분 핵연료집합체 제작도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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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모의연료봉 중에서 2개는 연료봉속에 들어가는 특수한 가속도 센서를 수

용하기 위한 봉으로서 상부에 관용나사를 낸 연결부가 있다. 이 연결부는 피복관이 얇

아 직접나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피복관 상부에 부착한 것으로 내부에는 마개와 체결

되는 관용 가는 나사가 나 있다. 이런 특수 가속도계를 내장할 모의봉의 하부는 다른  

모의연료봉과 동일한 하부마개를 사용하여 모의연료봉들을 장전할 때 특별한 조치가 

필요없도록 설계하 다. 모의연료봉들은 숙련된 작업자들의 손으로 장전되었다. 제작

이 완료된 부분핵연료집합체와 모의연료봉을 장전할 때 사용한 고정대의 상부는 다음

의 그림 2.3.4와 같다.

그림 2.3.4 5×5셀 부분 핵연료집합체와 고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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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시험장치 구축 및 시험기술 확립

 1. 스프링 피로/격자단위 프레팅 시험장비 및 마멸분석 기술 개발

  가. 개요

본 과제 1 단계에서 개발되었던 프레팅마멸 시험장비는 지지격자판 단위의 프레

팅마멸 특성시험을 위한 것으로서 개발된 지지격자 스프링 또는 딤플의 형상에 따른 

마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림 3.1.1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다[3.1.1].

    

그림 3.1.1. 지지격자판 단위의 프레팅마멸 시험 장비; 1: Servo-Motor, 2: Eccentric 

Cylinder, 3: Lever, 4: Hinge, 5: Rotating Device, 6: Biaxial Loadcell, 7: LVDT, 

8: Water Tank, 9: Stationary Specimen (Spring), 10: Oscillatory Specimen (Tube).

개발된 지지격자판 단위의 프레팅마멸 시험 장비는 연료봉 피복관 시편과 스프링 

시편을 접촉시킨 후 피복관 시편에 한 방향의 진동을 발생하도록 하여 두 시편 사이의 

접촉면에 마멸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때 접촉 수직력, 전단력, 진폭 및 진동수

를 조절하고 측정 및 기록이 되도록 하 으며, 공기 중 시험 뿐 아니라 비등점 하의 

물 속에 시편을 잠기게 하여 수중 시험도 가능토록 하 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수직

력, 진폭, 진동수 등의 시험 변수의 변화에 따른 마멸량의 분석이 가능하므로 마멸 모

델의 개발도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부족한 점은 개발된 장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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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격자 스프링이 연료봉에 대해 양(+)의 수직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프

레팅마멸만 고려할 수 있으므로 지지격자 셀 내에서 스프링에 의해 연료봉이 지지되지 

못하는 상황 아래에 발생하는 마멸은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자로 내에서의 열

적, 조사적 조건에 의해 스프링 상수가 저하하거나 스프링이 소성 변형하여 연료봉과 

접촉하지 못하고 틈이 발생할 때, 원자로 냉각수에 의한 연료봉의 진동 진폭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며 연료봉과 지지격자 스프링(또는 딤플) 사이에는 Tapping 또는 

Impacting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를 시험으로 모사하기 위

해서 하나의 셀이 구성될 수 있는 지지격자체 단위의 프레팅마멸 시험장비가 별도로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지지격자 스프링의 설계에서 고려하는 것으로서 다른 기계적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되지 않은 것이 스프링의 피로 시험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스

프링의 노내 거동에서 피로에 의한 손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

이다. 여기서 스프링의 피로 손상으로는, 스프링의 굴곡부 또는 지지격자판으로부터 

스프링이 돌출되기 시작하는 부분 등, 응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발생하는 균열

이 스프링에 작용하는 (유체유발 진동으로부터의) 피로 하중에 의해 성장하여 스프링

이 파단 됨으로써 스프링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누적 피로 손상계수(Cumulative Damage Factor)를 계산하여 피로 설계 

시의 상한 값과 비교함으로써 피로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도 한다.

스프링의 피로 시험을 위해 피로 하중을 가하는 장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

나가 피로 하중 사이클의 주파수이다. 기계 재료의 일반적인 피로 시험에 적용하는 피

로 하중 사이클의 주파수는 10 Hz 미만으로서 피로 시험을 위한 만능 인장/피로 시험

기의 최대 피로 하중 사이클 주파수 역시 10 Hz 정도이다. 그러나 지지격자 스프링의 

피로 하중은 원자로 내에서 연료봉의 유체유발 진동에 의해 발생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피로 하중 주파수는 10 Hz를 훨씬 초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연료봉의 1차 고유 

진동수가 30Hz부근으로 냉각수에 의한 연료봉의 진동수는 30 Hz 이상으로 생각한다), 

이로부터 일반적인 피로 시험에 사용하는 장비를 스프링의 피로 시험에 이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스프링의 피로 시험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용 장비가 필요하다. 이때 스

프링의 프레팅마멸 시험과 피로 시험에서 사용하는 하중 반복 주파수가 유사하다는 점

으로부터 이들 시험을 위한 시험 장비의 구동부를 공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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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과제 2 단계에서는 지지격자체 단위의 프레팅마멸 시험장비와 스프링/

딤플 피로시험장비를 설계/제작하 다. 이때 이 두 가지의 시험을 하나의 시험장비로 

설계하여 제작 및 운용상의 경제성을 제고하 다. 그림 3.1.2에는 개발된 시험장비의 

사진과 개략도를 보여 준다.

 

그림 3.1.2. 지지격자체 단위의 프레팅마멸 시험 장비;1: Servo-Motor, 2: Eccentric 

Cylinder, 3: Lever, 4: Movable Hinge, 5: LVDT, 6: Load Cell , 7: Tube Specimen 

Assembly. 

  나. 피로 및 격자체 단위 프레팅마멸 시험장비

원자로 내 핵연료봉의 프레팅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하중, 진폭, 주파수, 온

도, 압력, 수화학적 조건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해야 한다. 개발된 시험장비에서는 기계

적 관점에서의 조건(하중, 진폭, 주파수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 으며, 하나의 셀이 

구성된 지지격자체 단위에서 발생하는 프레팅마멸 현상을 모사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개발된 시험장비는 크게 구동부, 시편고정부, 그리고 베드와 제어부(Control Unit)의 

세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1) 구동부

프레팅마멸이란 매우 작은 진폭의 왕복 상대운동을 하는 재료들의 접촉면에서 발

생하는 표면 손상을 말한다. 이러한 작은 진폭의 상대운동을 시험에서 구현하기 위해 

구동부는 그림 3.1.3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무단변속이 가능한 서보모터와 이것에 

타이밍벨트로 연결된 편심원통, 편심원통에 접촉하는 베어링과 여기에 연결된 지렛대 

및 지렛대 힌지부로 구성하 다. 편심원통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변위는 지렛대 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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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송에 의하여 시편에 가하는 변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 고, 어느 특

정한 변위 범위로 고정할 경우를 위해 힌지부에는 관통볼트를 설치하 다.

지렛대를 통한 변위는 연직 방향으로 전달되어 핵연료봉 시편에 상하 방향의 진

동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때, 가하는 변위에 의해 시편에 전달되는 하중을 측정하기 

위하여 Load Cell을 설치하 으며, 이와 함께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를 설치하여 시험 중 시편에 작용하는 변위범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하 다. 그림 3.1.4에 Load Cell과 LVDT의 위치를 보여 주고 있으며, LVDT를 하

중전달 경로의 끝단에 설치한 이유는, 하중 경로 상의 기계적 체결부위에 존재하는 틈

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차가 표시되는 변위에 나타나도록 하여 실제 시편이 

진동하는 진 폭(변위)을 측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시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동부의 미세한 진동이 시편에 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동부를 강건한 기둥에 설치 하 으며, 기둥과 시험장비의 베드사이에

는 방진용 패드를 설치하 다.

그림 3.1.3. 구동부.

     

그림 3.1.4. Load Cell과 LVDT.

(2) 스프링 시편 고정부

개발된 시험장비는 하나의 지지격자 셀을 구성하기 위해 지지격자판 4개를 조합

하여 실제 원자로 내에서 핵연료봉과 스프링(또는 딤플)이 접촉하는 여러 가지 경우를 

모사할 수 있도록 하 다. 즉, 핵연료봉과 지지격자 스프링(또는 딤플) 사이의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하나의 셀을 구성하는 각각의 스프링이 핵연료봉에 가하는 

힘이 다를 경우에 대한 프레팅마멸 시험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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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스프링 시편 고정부는 하나의 셀을 구성하는 지지격자판 시편 4개를 

각각의 블록형 치구에 고정하고 이것을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 다. 지

지격자 스프링과 핵연료봉 사이의 힘과 간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직교하는 2개의 Load 

Cell과 2개의 Dial Indicator를 각각의 스프링 시편 고정부에 장착하 으며, 이로부터 

지지격자 스프링과 핵연료봉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틈새 거리를 

정량화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3.1.5는 스프링 시편 고정부의 모습과 Load Cell의 

위치, 그리고 Dial Indicator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1.5. 스프링시편 고정부.

(3) 베드와 제어부

베드는 구동부와 스프링 시편 고정부를 지지하는 시험장비의 몸체이다. 핵연료는 

축방향으로 여러 개의 지지격자체가 있으며 원자로 냉각수의 유동에 의한 핵연료봉의 

진동은 지지격자체 사이의 거리(Span)에 향을 받는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 개발된 

시험장비에는 3개의 스프링 시편 고정부를 설치하여 최대 두 개의 span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 고, 이때 스프링 시편 고정부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즉, 각 스프링 시편 고정부 사이의 거리는 지지격자체 사이의 거리가 되며, 핵연

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지지격자체 간의 거리 변화에 따른 시험이 가능하도

록 하 다.

스프링 시편 고정부의 정확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시편 고정부를 안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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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레일을 베드 위에 설치하 고, 레일을 따라 자를 부착하여 위치를 정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하 다. 베드의 하부에는 시험 중 측정되는 데이터들의 수집과 제어를 위해 

제어부를 설치하 다. 시험 데이터로서 1개의 LVDT와 7개의 Load Cell에서 얻은 변위 

값과 하중 값이 실시간으로 PC로 보내지며,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그

림 3.1.6에는 베드와 여기에 설치된 레일을 보여준다.

그림 3.1.6. 베드 및 레일.

개발된 지지격자체 단위의 프레팅마멸 시험장비의 상세는 별도의 기술보고서

[3.1.2]로 발표하 으며 장비를 이용한 시험방법과 측정 및 데이터 정리 방법을 매뉴

얼[3.1.3]로 작성하 으므로 상세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다. 성능 시험

핵연료봉의 진동 진폭은 편심원통의 편심량과 지렛대 힌지점의 위치에 따라 결정

된다. 이때 힌지점은 지렛대 길이 내에서 일정 범위만 이동 가능하므로 다양한 범위의 

변위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편심량을 달리한 여러 개의 편심원통이 필요하다. 여기서

는 편심원통의 편심량이 0.4 mm일 때 힌지점을 이동 가능한 범위 중 모터쪽에 가장 가

까운 지점을 시작점으로 하여 가장 멀리 이동한 위치까지 4단계로 나누어 20 mm씩 전

진시켜가며 진폭 특성을 파악하 다.

이 시험의 목적은 핵연료봉 프레팅마멸 시험 시, 시험 조건으로 주게 될 변위 범

위와 시험 조건의 안정성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 시험에서 핵연료봉에 가하는 진

동 주파수는 30 Hz로 하 고 지지격자 스프링과는 접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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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3.1.7에 나타낸 시험결과로부터 간헐적인 첨두(peak)가 나타나기도 하 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진폭이 유지되었다. 이때, 첨두의 최대 및 최소값의 차이 중 가장 큰 

값이 0.027 mm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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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힌지점의 위치변화에 따른 진폭변화.

두 개의 인접한 지지격자체 사이에서 핵연료봉이 진동하고, 이에 의한 휨이 발생

할 때 변형된 형상을 원호라 가정하면, 핵연료봉과 지지격자 스프링(또는 딤플) 사이

의 접촉부분에서 발생하는 축방향의 미끄럼 변위 범위의 근사값은 다음 식으로부터 추

정할 수 있다.

h=R(1-cos(
θ
2
))=

l
sin(θ/2)

(1-cos(
θ
2
)), (1)

여기서 R은 하나의 span에서 횡 방향으로 처진 핵연료봉의 형태를 원호로 가정하

을 때, 그 원의 반지름이며 l은 span길이의 1/2이고, 는 상기 원호와 R로 구성되는 

부채꼴의 내부 각이다. 이제 접촉부에서의 미끄럼 변위, δ는 다음 식으로 구해진다.

δ=
Rθ
2
-1, (2)

식 (2)로부터 span 중앙에서 발생하는 0.027 mm의 처짐량 차이는 접촉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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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 거리 차이를 약 0.002 m 이하로 발생시키므로 마멸에 미치는 향은 아주 작다

고 사료된다. 따라서, 개발된 장비는 핵연료봉의 프레팅마멸 시험을 위해 충분히 허 

용할 수 있는 값 이내의 진폭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편심량이 0.4 mm인 편심 원통을 사용하 을 경우, 핵연료봉 시편을 

가진 하는 변위대역은 0.08 mm ~ 0.23 mm이었다. 이 범위 이외의 변위가 필요한 시험

을 위해서는 편심량을 달리한 편심원통을 사용하게 되며 이때, 앞의 실험 데이터를 기

초로 하여 편심량을 설계할 수 있다.

  라. 스프링 피로시험에의 활용

개발된 프레팅마멸 시험장비의 구동부 끝단에 핵연료봉 시편을 연결하는 대신, 

지지격자 스프링(또는 딤플)에 하중을 가할 수 있는 장치를 연결하면 스프링(또는 딤

플)의 피로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원자로 냉각수 유동에 의한 핵연료봉의 진동으로부

터 지지격자 스프링(또는 딤플)에 작용하는 피로하중은 그 반복 주파수가 수십 Hz이

다.

 기계공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압식 피로시험기의 허용 반복하중 주파수

가 대개 10 Hz 미만이므로, 본 장비를 스프링(또는 딤플)의 피로시험에 사용하는 것이 

지지격자 스프링에 작용하는 피로하중의 주파수 조건을 모사하기에 적절하다. 이를 위

해 장비의 베드에는 지지격자판 단위의 스프링(또는 딤플) 시편을 고정할 수 있는 장

치를 마련하 으며 이를 그림 3.1.8에 보여 준다.

그림 3.1.8. 피로시험을 위한 Set-up 및 치구.

  마. 프레팅마멸 시험분석 기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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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멸량 분석 방법

프레팅마멸 시험 후 시편에 발생하는 마멸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때 

간편한 방법으로 보다 정확한 정량화가 가능하다면 결과 분석 및 평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마멸의 정량화에 있어서는 마멸 깊이, 마멸 길이 및 폭, 마멸 

역, 마멸에 의해 원 재료로부터 이탈된 부분의 무게 또는 그 부피 등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마멸부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 한 전자저울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마멸부의 무게가 전체 시편의 무게에 대해 판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될 필요가 

있다. 즉 마멸부가 전체 시편에 비해 아주 작다면 정 저울 이라 하더라도 마멸부의 

무게가 저울의 측정 정 도 이하로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편의 설계 및 초기 계

량에 상당한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마멸부의 치수(깊이, 길이, 

폭 등)를 측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마멸의 정량화 방법이 된다.

마멸부의 치수를 측정하는 도구로서는 접촉식으로서 표면 거칠기 측정장비 또는 

비접촉식으로서 레이저 등의 광학을 이용한 표면 측정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들은 마멸부의 형상을 좌표 값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데 측정된 좌표 값

으로부터 마멸부의 형상을 직접 파악할 수는 있으나, 마멸 정도의 비교 분석을 위해 

마멸 부피를 구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 마멸 부피를 구하고자 할 때에는 측정 결과로 

얻게 되는 좌표 값으로부터 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마멸

부위를 부분적인 구 또는 타원체 등의 단순한 기하학적 형상으로 가정하기도 한다.

접촉물체의 형상이 구 또는 원통으로서, 접촉 응력장이 헤르쯔 응력으로 되는 경

우에는, 마멸부를 구 또는 타원체의 일부분 같이 단순 형상으로 가정할 수 있는 경우

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접촉 형상일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마멸 시험

의 조건에서 부분미끄럼(Partial Slip)이 되는 경우, 미끄럼 역에서 대부분 발생하

는 마멸의 부피를 위와 같이 단순한 형상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많은 오차를 포함하

게 된다. 따라서 마멸 부피를 계산할 때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일반적인 신호처리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

적으로 간편한 마멸 부피 계산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은 표면 

거칠기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측정된 마멸 형상 데이터 전체에 대해 2차원 푸리에 변환

(Fourier Transformation)과 Windowing 기법을 사용하고, 이와 함께 부피 계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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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의 기준선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것이다.

(2) 마멸의 측정

마멸의 측정은 그림 3.1.9에 보여주는 표면 거칠기 측정장비를 이용한다. 표면 

거칠기 측정장비를 이용한 마멸부위의 측정은 탐침(Stylus)을 마멸이 있는 물체에 접

촉시킨 상태에서 측정자가 원하는 거리 만큼 이동시킬 때에 탐침의 끝점이 측정하는 

스캔 라인상에서 마멸면의 높이를 2차원 좌표 값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상용 

표면 거칠기 측정장비는 측정 결과인 좌표 값을 이용하여 표면 거칠기에 대한 국제 규

격 파라미터를 계산하여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마멸의 측정을 위해 표면 

거칠기 측정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비의 측정 정 도 및 분해능이 마멸부

의 profile을 나타내는 데에 충분하여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그림 3.1.9. 표면 거칠기 측정장비.

그림 3.1.10. Stylus로 측정된 마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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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거칠기 측정장비를 이용할 경우, 탐침의 1회 이동 시에 얻게 되는 2차원적

인 데이터는 일정한 거리 간격으로 기록된다. 그러므로 전체적인(즉 3차원적인) 마멸

의 형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탐침의 진행방향에 직각(마멸부의 폭 방향)으로 측정 대

상물을 이동하며 반복적인 측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마멸부

위의 형상은 그림 3.1.10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Waterfall Chart 형식으로 재 구성

할 수 있다. 즉, 표면 거칠기 측정장비에 의한 마멸 측정 결과는 마멸부의 길이 및 폭 

방향을 따라 이산 데이터가 된다. 따라서 마멸 부피를 보다 정확히 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유리하다. 한편 표면 거칠기 측정장비에서 제공하는 

탐침의 진행 방향으로의 데이터 사이 간격은 전체 측정 길이에 따라 달라지나 대개 

0.5 μm 또는 1 μm로서 상당히 조 하다.

(3) 마멸 부피 계산 알고리즘

표면 거칠기 측정장비로부터 얻게 되는 그림 3.1.10과 같은 데이터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마멸부의 데이터가 마멸이 되지 않은 부분의 그것보다 주파수 성분이 현저

히 낮다는 것이다. 마멸부 데이터의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마멸 전 시편 표

면의 거칠기에 해당하는 높은 주파수의 요철이 접촉 물체의 상대 운동에 의해 소멸되

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마멸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파수가 낮은 마멸부를 

마멸이 되지 않은 부분과 구분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진동해석 시에 많이 사용하는 신호처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가) 마멸부 데이터의 분리

마멸되지 않은 부분으로부터 마멸부를 분리하기 위해 마멸부를 포함하는 표면 

profile 데이터를 주파수 역으로 바꾸는 푸리에 변환을 한다. 이때 탐침의 이동 방

향인 x축과 3차원적 형상 생성을 위해 측정 대상물을 x축에 수직하게 이동시키는 방향

인 y축을 동시에 변환하는 2차원 푸리에 변환을 수행한다. 푸리에 변환이 완료된 데이

터에서 마멸되지 않은 부분의 거칠기 주파수인 고주파 역을 제거한다. 이 방법은 신

호처리 방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저 대역 통과 필터(Low-pass Filter)를 적용하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은, 표면 거칠기 측정장비에 있는 필터 대

신, 원래의 데이터에 대해 주파수 역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필터링하는 차단 주파수

(Cutoff Frequency)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림 3.1.11과 같은 형태의 필터로써 

표면 거칠기의 상태에 따라 x축 및 y축 각각에 대해 적절한 통과 대역을 자유로이 설

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필터링을 거친 데이터는 푸리에 역변환(Inverse Fou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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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ation)을 하여 측정면을 재 구성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원래의 측정 

결과를 마멸이 없는 부위의 고주파 성분이 제거되고 낮은 주파수 성분의 부드러운 곡

선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그림 3.1.11. Low Pass Filter 개념.

마멸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표면 profile에서 마멸되어 아래로 들

어 간 부분의 체적을 적분으로 구하는 것이므로 적분을 위한 기준선의 설정이 필요하

다. 푸리에 역변환을 거친 데이터는 비록 고주파 성분이 제거되었지만 마멸이 없는 부

분의 진폭은 남아 있으므로, 이 진폭을 최대한 줄이게 되면 마멸 부피를 계산하기 위

한 기준선의 설정이 용이할 것이다. 즉, 마멸부의 진폭은 거의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마멸되지 않은 부위의 진폭을 현저히 줄여 주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

과 같은 창 함수(Window Function)를 이용하는 Windowing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가능하

다.

Z(x,y)=w(x,y)(1-e
-|w(x,y)|/K

), (3)

여기서, w(x,y)는 푸리에 역변환이 완료된 데이터이며 Z(x,y)는 마멸 부피 계산

에 사용될 데이터이다.

식 (3)에서 K 값은 w(x,y)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파라미터로서 K = w(x,y)일 때 

Z(x,y)는 w(x,y)의 약 63.2% 정도가 된다. 대부분 실제의 계산에서는 K 값으로서 마멸

이 되지 않은 부분의 평균 거칠기(Ra)를 대입하여 이보다 작은 진폭을 현저히 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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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Ra를 적분을 위한 기준선으로 사용하 다. 그러나 만일 마멸되지 않은 부분의 거칠

기 데이터가 큰 편차를 가질 경우를 고려하여 K 값을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경우는 그림 3.1.10과 같은 표면 profile로부터 알 수 있으며, 이때 K 값

으로서 표면 거칠기 데이터 중 마멸 깊이 방향으로의 최대값을 사용하거나 또는 Ra에 

거칠기 데이터의 표준편차를 더한 값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각각에 대한 

선택은 사용자가 측정된 표면 profile을 세 하게 관찰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을 것이

며, 이를 동일 종류의 시편 및 시험에 공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마멸 부피의 비교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마멸 부피 계산

식 (3)과 같은 Windowing을 거친 후, 마멸부를 포함하는 표면의 형상 데이터 

Z(x,y)를 이용하여 마멸 부피를 계산하게 된다. 이때 Z(x,y)는 마멸 깊이가 표시되는 

등고선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으며 마멸 부피 적분을 위한 기준선으로서 식 (3)의 K

값이 다시 적용되게 된다. 한편 w(x,y)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표면 거칠기 측정장비의 

탐침이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측정 데이터를 연결하여야 한다. 측정 시

에는 표면 거칠기 측정장비의 탐침이 진행하는 동일 거리에 대해 탐침의 진행 방향과 

수직한 방향(그림 3.1.10에서의 y축)으로 측정 대상물을 이동하며 측정을 반복하게 되

므로 y축 방향으로의 데이터 수(즉 이동 회수)는 탐침의 진행 방향(x축)에서 얻게 되

는 데이터 수에 비해 일반적으로 매우 적다. 이러한 이유로 부피 계산을 위하여 x축 

상의 동일한 위치에서 y축 방향으로 인접한 두 개의 데이터를 연결할 때에는 y축 방향

으로의 이동 회수에 따라 적절한 연결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y축 방향으로 인접한 두 개의 데이터 사이의 간격이 x축에서와 같이 충분히 작을 

때에는 선형적으로 연결하여도 오차가 작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2차 이상의 

곡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험 측정에서 x축 방향으로 0.5 m씩 증분

되는 데이터가 입력될 때, 측정 대상물을 y축 방향으로 10 m의 증분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y축 방향으로의 인접 데이터 사이를 3차 곡선(Cubic Spline)을 사용하여 연결하

다. 한편 마멸 부피의 계산에 필요한 푸리에 변환 및 역변환, 필터링, 그리고 적분 

등은 상용 프로그램인 MatLab(version 5.3)을 이용하여 팩키지 형태의 프로그램을 작

성하 다. 이때 사용된 알고리즘을 나타내면 그림 3.1.12와 같다. 한편 개발된 알고리

즘(그림 3.1.12)을 이용하여 작성한 프로그램을 WEARVOL이라 작명하 으며 국내에 등

록하 다[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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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3.1.12. 마멸부피 계산 알고리즘.



- 71 -

 2. 격자체의 진자식 충격시험장치(고온)

  가. 개요

격자체의 충격시험은 노내에서의 실제조건을 모사하기 위해 지지격자를 노

(furnace)내에 고정하고 실제 노심의 평균온도를 320℃라 가정하여 이 온도로 노의 온

도 컨트롤러를 설정하고 노내의 온도구배가 크지 않도록 30분간 온도를 유지한 후 노

의 문을 개방하고 전자석으로 고정한 진자식 해머를 해제하여 격자체 시편에 충격을 

가하고 이때의 충격 데이터들을 저장하여 격자체의 고온 하에서의 충격특성을 평가하

도록 시험장치를 구축하 다[3.2.1]. 노의 상부에는 가급적 노내의 온도편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윗면에 팬이 설치되어 있다.

  나. 작동순서

o 컨트롤러 스위치를 기동한다.

o 파이롯트 램프를 확인한다.

o 프로그램을 선택한다[3.2.2].

o 파워 스위치를 상승시킨다.

o 볼트 및 암페어 미터를 확인한다.

온도 상승 프로그램을 작동 중 이상이 발생 시에는 즉시 가동을 중지하고 장비를 

점검한다.

  다. 온도설정 프로그램 설정방법

o 온도 컨트롤러의 엔터 스위치를 누른다.

o 엔터를 1회 더 누른다.

o 프로그램 스위치 1을 누른다.

o 알람 1을 누른다.

o 엔터를 누른다.

o 초기 상태(ssp, start set point)를 설정한다.

o 초기 온도조절(start temperature control)을 선택한다.

0 : 바로 시작

1 : 실제온도로 시작

2 : PID제어가 우선한다. 즉 비례온도제어 상태가 노를 제어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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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온도 1(sp1, set point 1)를 설정한다. 예 320℃

o 시간 1(time 1)을 설정한다.

o 온도 2(sp2, set point 2)를 설정한다.

o 시간 2(time 2)를 설정한다.

o 필요한 온도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o 엔터를 누른다.

o 프로그램 1 버튼을 누른다.

컨트롤러 스위치

파워 리미트

실링 팬 스위치

노내 현재온도 볼트 미터

암페어 미터

팬(fan) 정지 스위치

프로그램 1 버튼 엔터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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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료봉의 진동시험 장치

  가. 연료봉 진동시험장치 구축의 목적 및 현황

지지격자체의 기계/구조적인 역할가운데 중요한 한가지는 핵연료봉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것이다. 지지격자체와 관련된 핵연료봉의 손상 중에서 주요한 것으로 냉각수 

유동유기진동에 의한 프레팅 마멸손상을 꼽는다. 이러한 마멸손상의 원인이 되는 연료

봉의 진동은 발생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프레팅마멸 손상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방사능 물질에 의한 오염

문제로 연구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중성자조사 향을 고려하는 실제적인 

연구도 많은 제약을 받는 실정이므로, 비록, 이러한 문제가 이미 오래 전에 보고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치 못하고 있다. 본 과제는 이러한 유

체유발진동에 의한 프레팅마멸 손상기구를, (1)지지격자로 지지된 연료봉의 진동특성

을 파악하는 연구와 (2)프레팅마멸기구를 파악하는 연구 등 두 가지 주제로 분리하여 

이론적인 연구와 실험을 병행해 오고 있다. 

과제 1단계와 2단계 초까지 지지격자로 지지된 연료봉의 진동특성 및 유체유발진

동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에 있어서 이론적인 진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에 있어

서는 항공우주연구소의 실험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진동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지지격자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지난 3년 동안 점

차적으로 진동실험장비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현재 지지격자로 지지된 

단일 연료봉의 진동시험은 물론이고 다음 향후 부분핵연료집합체의 진동시험과 더 나

아가 집합체의 진동시험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구축된 단일연료봉의 진동 시험장비로 16개 채널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charge amplifier, Breakout box 및 HP VXI 데이터 취득장비가 있고, 봉의 변위를 측

정할 수 있는 비접촉식 변위계, 그리고 50N까지 힘을 낼 수 있는 전자기식 가진기

(Wilcoxon, 미국), 가진기가 연결되는 amplifier, 가진기에 입력신호를 주고 힘 및 변

위를 되먹임 조절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모달시험과 분석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3단계에 수행할 5×5 부분핵연료집합체의 진동시험과 유체유발진동시험을 

위하여 기존 장비를 보완할 예정으로 있어서 3단계 2차 년도 후에는 모든 진동관련 시

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구축된 시험장비중 단일 연료봉의 진동시험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장비를 연결 순서대로 도시하면 다음의 그림 3.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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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료봉 진동시험 절차

지지격자로 지지된 연료봉의 진동시험에 사용한 모의연료봉의 길이는 2.2m 및 

3.8m, 두 가지 이었다. 작은 연료봉의 진동시험에는 5개의 지지격자를 사용하 고, 큰 

연료봉은 8개의 지지격자를 사용하 다. 5개의 지지격자로 지지된 연료봉의 진동시험

은 새로운 형의 지지격자가 개발될 때마다 수행되어 여러차례에 결쳐서 보고서

[3.3.1~3.3.3]로 출간되었다. 작은 연료봉을 사용하는 경우 모의연료봉과 지지격자, 

그리고 가속도계와 가진기 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의 그림 3.3.2와 같다. 연료봉의 

상부로부터 4번째 지지격자까지는 520mm의 중심거리로, 그리고 5번째 지지격자는 

400mm의 중심거리로 고정하 다. 반면 길이가 긴 연료봉의 경우 8개의 지지격자로 지

지하 다. 이 경우 처음의 6구간은 540mm의 중심거리를 갖도록하고 마지막 한구간은 

620mm의 중심거리로 배열하여 KOFA 연료와 같은 지지격자의 배열이 되도록하 다. 길

이 3.84m 연료봉의 진동시험을 위한 시험장치는 다음의 그림 3.3.3과 같이 설정하

그림 3.3.1 연료봉의 진동시험에 사용하는 장비 연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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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된 것과 같이 지지격자와 지지격자 사이의 공간에 2개의 가속도계를 설치하

여 부분모드(local Mode)에서 적어도 2차모드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하 으나, 길이 

3.84m의 경우 현재 갖추어진 장비의 한계로 한 개의 가속도계가 설치된 구간도 있다. 

한편 가진기는 모의 계산에 의해 설정된 곳에 부착하고 진동변위는 이 구간의 가운데 

부분에서 측정하 다. 그리고 가진기가 설치되 부분의 바로 아래부분에는 가진되는 힘

을 측정하기 위하여 힘변위계(Force Transducer)를 부착하고 이곳에서 나오는 신호를 

감시하여 되먹임조절하는 곳에 이용하 다. 

연료봉 진동시험을 위하여 설치한 시험장비와 Wilcoxon 가진기의 모습은 다음의 

그림 3.3.4와 같다. 항우(연)에서 시험하던 초기에는 보편적으로 모달시험에 사용하는 

해머를 사용하 으나, 지지격자의 지지거동이 비선형적인 특성이 있음을 밝힌 후에는 

가진기를 사용하고 있다.  가진기를 구동하기 위해서 먼저 TDAS에서 입력파형(Sine파)

그림 3.3.2 길이 2.2m 모의 연료봉의 진동시험 장치 셋업

0.15 0.15  0.1 0.1

ShakerDisplacement Gage

Accelerometer

0.15 0. 15

(Unit: m)

Force Transducer

그림 3.3.3 길이 3.84m 모의 연료봉의 진동시험 장치 셋업

( Unit: m )

Gap Sensor

Accelerometer

Fuel Rod

Shaker

0.261     0.13       0.15   0.15

Spacer Grid

0.13 0.130.13       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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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고 증폭기(Amplifier)를 통해 증폭된 후, shaker를 거쳐서 입력파형을 실은 가

진력이 모의 연료봉을 흔들게 된다. 이때 모의 연료봉과 가진기의 stringer 사이에 연

결된 힘변위계(force transducer)에 의해 모의 연료봉을 가진하는 실제 힘이 측정되고 

가진기를 구동하는 TDAS의 조절기로 되먹임되어 다음 신호의 세기를 조절하게 된다. 

핵연료봉에 연결된 가속도계로부터 추출되는 출력 신호는 Charge Amplifier(B&K의 

NEXUS 및 Rion UV06)를 거쳐서 데이터 취득계(data acquisition system)를 통하여 최

종적으로 TDAS의 모달 해석기로 해석된다.

 4. 부분집합체의 FIV 시험장치

  가. 부분집합체의 FIV 시험장치 구축의 목적 

지지격자는 핵연료 구조부품으로서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기타 다른 핵연료 

부품에 비하여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지만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의 투자도 만

만하지않다. 지금까지 신형핵연료 지지격자를 개발하면서 당 분야는 개발되는 지지격

자의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많은 기계적인 시험을 수행하 다. 이러한 

기계적 시험의 일환으로 지지격자로 지지된 연료봉의 진동시험을 수행하 다. 이러한 

진동시험으로 지지격자 스프링과 딤플의 설계특성이 연료봉의 진동특성에 많은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를 얻었다. 이러한 진동시험은 단순히 연료봉을 지지하는 스프링

과 딤플에 의한 진동 특성만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지격자의 열수력적인 특성, 예

를 들어 스프링과 딤플의 수력적인 저항성, 혼합날개에 의한 유동패턴의 변화 및 압력 

그림 3.3.4 연료봉 진동시험을 위해 설치된 시험장치



- 77 -

강하량, 등이 반 된 진동특성을 얻을 수는 없다. 따라서 냉각수와 연료봉이 연성

(Coupling)된 진동특성을 얻을 수 있는 시험장치가 필요하 다. 이러한 시험장치는 필

수적으로 펌프로 물을 순환시키는 Loop 형태가 될 것이므로 유체에 의하여 유발된 진

동 특성을 파악하는 목적 외에 일부 열수력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 기능성을 갖

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유동 loop은 3×3이나 5×5와 같은 작은 크기의 지지격자를 시험시편으로 

이용함으로서 상용핵연료 수준으로 시험할 때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시편의 

개발방향을 미리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의 VISTA loop을 모델로 5개의 5×5 지지격자, 

23개의 모의연료봉, 그리고 2개의 안내관으로 구성된 2.2m 길이의 부분핵연료집합체를 

시험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loop을 설계하고, 제작하 다.

그림 3.4.1 부분핵연료집합체의 FIV 시험장치 개략도

HE-1001

PU-1001

TK-1001

FH-1001

 

  나. 시험장치의 성능

물탱크의 용량은 5m3으로 스테인레스 강으로 제작하 고 내부에 온도 조절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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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heater를 설치하여 순환용수의 온도가 섭씨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 다. 

펌프가 작동하게 되면 펌프날개와 순환용수의 마찰에 의하여 용수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지만 Loop내를 순환하면서 일부열이 외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순환용수의 

온도가 Loop내 위치에 따라 일정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순환용수의 온도를 강제적으

로 조절해야 하는데, 웨스팅하우스의 VISTA는 탱크내에 찬물을 열교환기와 같이 순환

시켜서 순환수의 온도를 강제로 낮추도록 설계된 반면, 본 Loop는 탱크내에 온도조절 

가능한 Heater를 설치하여 용수의 온도를 높이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 차

거운 2차 순환수 관을 탱크내에 설치하는 것 보다 제작이 용이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온도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탱크의 용량은 웨

스팅하우스의 VISTA보다 크도록 설계하여 탱크내로 회수되는 용수에 의한 섭동이 탱크

를 빠져나가 test section으로 들어가는 용수의 유동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 다. 

또한 탱크내에 지그재그형의 망을 설치하여 2차 적으로 회수용수에 의한 섭동의 향

을 최소화하고자 하 다.

물탱크에서 나온 순환수는 펌프에 이르게 된다. 설치한 펌프는 원심펌프로서 모

터의 회전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인버터를 장착하 다. 펌프회사에서 실시한 성능시험

에서 2.142 m2/min ~ 3.897 m2/min 유량에서 83.04m ~ 68.74m의 수두를 나타내었으며 

이 때 펌프의 효율은 53% ~ 58.6%를 나타내었다.

펌프의 토출관에 연결된 주관은 5 인치(125 mm) 직경으로서 test section에 도달

하기 전 두 개의 작은 순환관과 연결되는데, 첫 번째 가지관은 설정된 설계압력보다 

Loop의 압력이 올라가는 경우 주 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Rupture disc)가 있는 2 인

치 관이며, 두 번째 관은 수동으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3 인치 직경의 되먹임 관이

다. 관내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터빈 타입의 유량계는 두 개의 가지관 사이에 연결되

었다.

Test Section은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투명한 아크릴로 만들어졌다. 일반적으

로 아크릴은 취성이 크기 때문에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되었다. 그림 

3.4.2는 아크릴 Test Section의 설계도면을 도시한 것이다. 또한 설계된 Test Section

이 실제압력에 견디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은 크기로 시편을 제작하여 다

음의 그림 3.4.3과 같이 실제 시험을 수행하 다. 설계된 Test Section과 부분핵연료

집합체의 3차원 모델을 도시하면 그림 3.4.4와 같다. Test Section의 하부는 Loop의 

원형관과 연결되고 상부는 사가박스형인 Test Section에 연겨로디기 때문에 원형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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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2 아크릴 Test Section의 설계도면

그림 3.4.3 소형 Test Section의 압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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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특성시험

 1. 지르칼로이 판재 인장시험

  가. 개요

지르칼로이 판재의 인장시험은 해석 시 재료의 물성을 탄․소성 역으로 확장해 

얻기 위해 수행하 다. 원자재의 물성을 얻기 위해 금형에서 절취한 인장시편은 

ASTM[4.1.1] 규격 및 방법을 적용하 으며, 이 인장시편의 방향은 격자판을 제조하기 

위해 도입한 원자재의 롤링방향과 일치하도록 하 다. 시험은 만능인장시험기 Instron 

4505 [4.1.2]를 사용하 고, 정 한 변형률 데이터를 얻기 위해 신장계(extensometer)

를 사용하 다.

  나. 시험방법 및 절차

지르칼로이 판재의 인장시험은 상온에서 변형률을 1×10-3/sec, 즉 상부 크로스 

헤드의 이송속도를 분당 3 mm로 하 으며, 전체 게이지 길이는 50 mm이었고, 신장계의 

게이지 길이는 10%용 25 mm를 사용하 다. 파단 시까지의 시험을 위해서는 신장계를 

100% 인 것을 사용하여 시편이 파단될 때까지 시편에 인장을 가하 다. 로드셀은 정

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1 kN의 것을 사용하여 하중 및 변위 데이터를 취득하 다.

  다. 시험결과

   1) 종방향(axial direction) 인장시험 결과

지르칼로이 판재의 종방향 인장시험 결과를 표 4.1.1에 요약하 으며, 평균 의 

계수는 119.1 GPa, 항복강도는 337.2 MPa, 극한강도는 472.1 MPa 그리고 연신율은 

31.11%로 나타났다. 실제 해석을 위한 데이터는 이들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아닌 진응

력(true stress) 및 진변형률(true strain) 데이터를 이들 시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들

을 처리하여 적용하 다. 그림 4.1.1은 실제 해석에 적용할 지르칼로이-4 원자재의 

탄․소성 물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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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itudinal tensile specimen (I)

Zircaloy –4  Strip 
Thickness = 0.664mm

Q’ty : 10EA

Longitudinal tensile specimen (I)

Zircaloy –4  Strip 
Thickness = 0.664mm

Q’ty : 10EA

그림 4.1.1 ASTM E8M에 따른 종방향 인장시편의 제원

표 4.1.1 지르칼로이-4 원자재의 종방향 인장시험 결과

Specimen Extensometer E(GPa) YS(MPa) UTS(MPa) ε (%)

12

13

14

15

100 ％

"

"

"

98.7

113.0

149.7

114.8

344.6

339.6

322.4

342.2

473.6

470.5

472.2

472.0

31.74

31.58

30.58

30.54

Average 119.1 337.2 472.1 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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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P12
  E = 98730 MPa
  YS= 344.6 MPa
  UTS=473.6 MPa
  EL.= 31.74 %    

그림 4.1.2 지르칼로이-4 원자재의 종방향 인장시험 결과(시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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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방향(transverse direction) 인장시험 결과

지르칼로이 판재의 횡방향 인장시험 역시 종방향 인장시험과 절차 및 방법은 동

일하게 적용하 다. 결과를 표 4.1.2에 요약하 으며, 평균 의 계수는 105.0 GPa, 

항복강도는 417.4 MPa, 극한강도는 481.3 MPa 그리고 연신율은 38.86%로 나타났다. 이 

횡방향 인장시험의 특성곡선은 종방향의 특성곡선과는 그 거동이 약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에는 이들 횡방향의 인장시험을 통해 얻은 특성곡선을 나타내었

다.

Transverse tensile specimen(II)

Zircaloy –4  Strip 
Thickness = 0.664mm

Q’ty : 10EA

Transverse tensile specimen(II)

Zircaloy –4  Strip 
Thickness = 0.664mm

Q’ty : 10EA

그림 4.1.3 ASTM E8M에 따른 횡방향 인장시편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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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지르칼로이-4 원자재의 횡방향 인장시험 결과

Specimen Extensometer E(GPa) YS(MPa) UTS(MPa) ε (%)

1

2

3

4

5

6

7

8

9

100 ％

"

"

"

"

"

"

"

"

123.2

93.8

119.0

107.6

82.5

117.1

88.9

78.3

135.0

426.6

428.2

421.5

392.2

414.7

411.6

408.5

428.5

424.7

471.8

481.5

481.5

485.1

484.4

481.1

482.5

482.4

481.7

38.32

39.04

38.64

38.08

39.28

38.86

38.16

39.56

39.88

Average 105.0 417.4 481.3 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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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지르칼로이-4 원자재의 횡방향 인장시험 결과(시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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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고찰 및 토의

횡방향의 기계적 물성은 참고문헌[4.1.3]에 따르면 지르칼로이 합금의 기계적 물

성이 이방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종방향에 비해 항복강도와 극한강도는 작아지

나 연신율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본 격자판 및 격자체 시편을 제조하

기 위한 Wahchang 사의 지르칼로이-4 원자재의 횡방향 물성은 이와는 달리 항복강도 

및 연신율은 약간 커지고 극한강도는 거의 비슷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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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격자판 P-δ 특성시험

  가. 개요

격자판 지지부(스프링 및 딤플)의 P-δ 특성시험은 연료봉지지 건전성 평가를 위

한 노외 지지부의 특성을 만능인장시험기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P-δ 특성시험은 고

안한 각 격자판의 단일 셀을 절취하여 시편 고정치구(그림 4.2.1)로 고정하고 상부 크

로스 헤드에 설치한 그림 4.2.2와 같은 로딩 바(loading bar)로 지지부와의 점조정

을 한 후 하부 크로스 헤드를 위로 이송하여 변위와 하중을 얻어 격자판 지지부의 노

외 하중 대 변위특성을 구할 수 있도록 시험장치(그림 4.2.3)를 구축하고 동일한 시편

을 10개 이상 시험하여 이의 평균을 시편의 특성으로 평가하 다. 시험은 인장시편의 

인장시험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만능인장시험기 Instron 4505 [4.1.2]를 사용하 고, 

정 한 하중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 로드셀의 민감도가 우수한 Instron사의 1kN을 하

중 데이터 취득에 사용하 다.

  나. 시험장치 및 시험 요구조건

격자판 지지부의 P-δ 특성시험을 위한 시험변수 설정은 상온에서 상부 크로스 헤

드의 이송속도를 분당 0.5 mm로 하 으며, 초당 데이터 취득 개수는 5개이고 1 kN의 

로드셀을 사용하 다. 먼저 하부 크로스 헤드를 위로 이송하여 로딩 바와 접촉을 시켜 

로드셀에 나타나는 하중을 읽어 초기 하중이 상승하는 위치에서 변위를 점 조정한

다. 이것은 시편마다 아주 미소한 치수 차이로 인해 점 조정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로딩 바를 시편과 접촉시킨 후 주어진 변위까지 하부 크로스 헤드가 상부

로 이송하고, 정해진 변위에 이르면 다시 원점으로 귀환하는 루프에 따른 하중 및 변

위 데이터를 취득하 다. 이는 실제 정해진 변위까지 시편에 압축하중을 가한 후 해중

(unloading)하 을 때 발생하는 소성 변형량(plastic set)을 얻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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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시편 고정치구

Φ 6.0

그림 4.2.2  시편 가중부

   (1) 시험장치

앞서 기술한 격자판 지지부의 특성곡선을 얻기 위한 시험기의 개략을 그림 4.2.3

에 나타내었으며, 이때 만능인장시험기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측정 최대 압축하중 : 1 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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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크로스헤드 이송속도 : 0.5 mm/min 이하

       ․수동 및 자동의 크로스헤드 이송 제어

       ․가중 및 해중시의 하중, 변위 데이터 취득 가능

       ․시험 중의 하중 대 변위선도 생산

       ․시험결과를 ASCII 파일 형태로 저장 가능

 

그림 4.2.3  만능인장시험기 및 시편의 고정상태

   (2) 격자판 지지부의 특성 측정을 위한 요구조건

    (가) 시험조건

     격자체 상태에서의 격자판 고정조건과 동일하게 고정

       ․시험 온도 : 상온

       ․스프링의 적용하중 : 정하중

       ․5개 시편은 최대 변위까지 연속하중 적용

․2개 시편은 매 하중 후 하중 제거의 반복을 통한 루프선도→

        0.05mm/step으로 하중 적용 및 이의 제거를 반복하여 최대변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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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격자판 지지부 변위 : 격자판 지지부가 허용하는 최대 변위

      (나) 측정 변수들

       ․격자판의 두께

       ․격자판 지지부의 높이

       ․격자판 지지부의 폭

       ․격자판 지지부에 가해진 하중 대 변위

       ․잔류변위

       ․최대 변위에 도달한 후 연속하중시

 ․매 하중 단계에서 스텝 하중시

  다. 시험절차

    (1) 시험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메인 스위치를 켠다. 이것은 만능인장시험기 운용

절차서[4.1.2]를 따른다.

    (2) 시편 가중부를 시험기에 고정하고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시험기를 조정한

다.

    (3) 준비된 시편을 시편고정 치구에 고정한 후 이를 시험기의 하부 크로스헤드에 

위치시킨다.

    (4) 시편 가중부가 스프링 또는 딤플과 거의 접촉할 때까지 육안으로 확인하여 시

험기의 크로스헤드를 이송한다. 이때 필요할 경우 시편 고정치구를 미세 조정하여 시

편 가중부가 시편의 중앙에 일치하도록 한다.

    (5) 시편 가중부가 스프링 또는 딤플을 누르는 방향으로 천천히 크로스헤드를 이

송하며 모니터상의 하중을 계속 확인한다. 하중이 0으로 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면 크로

스헤드의 이송을 멈춘다. 크로스헤드를 멈출 때의 하중은 스프링 또는 딤플의 보수적

인 탄성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6) (4)에서와 같이 느린 속도로 크로스헤드를 가중 때의 반대방향으로 이송하여 

하중이 0이 될 때까지 해중하고 크로스헤드를 멈춘다. 이 상태가 격자판 지지부의 특

성곡선 생산을 위한 시험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다.

    (7) 시험 중에 하중 대 변위의 특성곡선 생산을 위한 데이터 취득의 빈도를 결정

하여 시험기의 제어판에 입력한다. 데이터의 취득 빈도는 취득된 데이터로부터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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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끄러운 특성곡선을 생산할 정도가 되어야 하며, 초당 하나의 데이터 저장으로 설정

하 다.

    (8) 크로스헤드의  이송을 자동으로 전환하고 시험에서 규정한 크로스헤드의 값으

로 조정한다.

    (9) 시험기의 제어판에서 해당 시편의 변위를 설정하고 가중과 해중을 한 cycle 

반복한다. 이때 시험기의 그래프 생산기능을 사용하여 하중-변위선도를 확인하고 이 

데이터를 ASCII 형태의 파일로 저장한다.

    (10) 하부 크로스 헤드를 아래로 이송하여 시험이 완료된 시편을 분리한 후 다음 

시편을 시편고정 치구에 고정한다. 이때 시편고정 치구를 청결히 하고 시편의 번호를 

확인한다.

    (11) 이와 같은 격자판 지지부의 특성시험을 정해진 시편의 수량만큼 수행한다.

  라. 시험 결과의 수집 및 분석

     격자판 지지부의 하중 대 변위선도를 작성하기 위한 INSTRON 4505의 하중 및 변

위 데이터는 각각 파운드, 인치의 단위로 저장을 한다. 따라서 이 데이터들을 ASCII 

형태로 읽어 들여 각각 SI단위인 N, mm로 변환을 한다. 이 변환된 데이터를 가지고 격

자판 지지부의 특성곡선을 작성하게 되는데 시험기의 특성상 점을 정확히 유지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시험 시 저장된 데이터를 적절히 처리하여 가중 시 및 해중 시의 유연

한 특성곡선을 생산한다.

  마. 시험결과

   (1) 후보모형 격자판의 특성시험 결과

고유모형 지지격자 5종의 스프링과 참조용 지지격자 2종(Ref. A; V5H, Ref. B; 

KSNP) 스프링에 대하여 지르칼로이-4로 시편을 제조하여 특성시험을 수행하 다. 지지

격자 스프링은 연료봉의 삽입에 의한 초기 변위 및 핵연료 수명말에 요구되는 잔류 스

프링력 등을 고려하여 초기변위 0.3 mm에 초기 스프링력 40 N을 만족하고 스프링의 탄

성변위가 약 0.4 mm까지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계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하고 있

는데 바가지형, H형 및 이중 X형 지지격자 스프링이 설계 가이드라인을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4.2.1 및 그림 4.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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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후보모형 지지격자 지지부의 P-δ 특성시험 결과

시편명 최대하중

(N)

지지부 강성

(N/mm)

소성변형량

(mm)

회전유동 지지격자

초기 H형 지지격자

바가지형 지지격자

다중스프링 지지격자

이중X형 스프링 지지격자

125.7

49.0

67.2

177.9

47.1

287.0

169.7

110.9

951.8

128.0

0.60@1.0

0.35@1.0

0.20@0.8

0.10@0.3

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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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후보모형 지지격자 스프링의 특성시험 결과

   (2) 최종모형 격자판 지지부의 특성시험 결과

이중판노즐형 및 최적화 H형 지지격자 스프링이 설계 가이드라인을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참조용 지지격자인 V5H형 지지격자 스프링은 그 강성이 약 700 N/mm

로 연료봉의 삽입 시 및 노내에서의 연료봉 지지거동 성능에 대한 평가가 별도로 수행

될 필요가 있으며, 또 다른 참조용 지지격자인 KAFD형 지지격자 스프링은 스프링의 탄

성거동은 양호하나 1.0 mm 가중 후 해중 시 소성변형량이 다른 형상에 비해 상대적으

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2.5 및 6 참조)

표 4.2.2 최종모형 지지격자 지지부의 P-δ 특성시험 결과

시편명 최대하중

(N)

지지부 강성

(N/mm)

소성변형량

(mm)

최적화 H형 스프링

딤플

새 이중판노즐형 스프링

딤플

65.2

107.9

303.5

-

124.0

654.4

114.0

-

0.60@1.0

0.35@1.0

0.4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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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최종모형 지지격자 스프링의 특성곡선

그림 4.2.6 지지격자 딤플의 특성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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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지격자 스프링의 피로시험

  가. 개요

최종모형 지지격자 스프링의 피로특성을 파악하고자 피로시험을 수행하 다. 스

프링이 피로시험은 핵연료가 노내에 장전되어 연소하는 중에 냉각수에 의해 핵연료봉

이 진동하게 되며, 이로 인해 지지격자 스프링에 반복하중이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모형 지지격자 스프링은 이와 같은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손상을 규명하고자 상온 

하에서의 피로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 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3절 시험장치 구축 및 시험기술 확립의 1항을 참조하기로 한다.

지지격자 스프링은 연료봉이 삽입되게 되면 초기 변위가 발생하게 되고 핵연료봉

이 1차모드로 진동한다고 가정하여 진동시험으로부터 구한 변위를 이 1차모드의 고유

진동수 주기를 갖는 반복하중을 가하고 주어진 사이클 수(number of cycles)를 진행하

여 누적피로손상계수를 구해 반복하중에 의한 지지격자 스프링의 피로손상[4.3.1] 여

부를 평가한다.

  나. 시험장치 및 시험 요구조건

격자판 스프링의 피로손상을 위한 시험장치는 제3절 1항에 기술한 것과 동일하

며, 시험을 노내 운전조건을 모사하려면 고온․고압의 조건을 모사하여야 하나 현재 

구축된 장치는 상온 및 공기 중에서만 가능하여 이 운전조건으로 위에 기술한 것과 같

이 시험조건을 셋업하여 지지격자 스프링의 피로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은 동일한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2종(최적화 H형 지지격자 및 새 이중판노즐

형 지지격자)의 시편 5개를 진동시험을 통해 얻은 진폭(amplitude)과 주파수를 시험조

건으로 설정하여 1×105 사이클 수까지 시험을 수행하 다.

  다. 시험결과

반복하중에 의한 지지격자 스프링의 피로시험을 시편이 파단될 때까지 수행하여

야 하나 정해진 반복하중을 가했을 때 피로에 의한 설계한도가 1.0을 넘지 않아야 하

나 시험을 수행한 2종의 시편에 대한 피로사용 한도치가 거의 에 가까운 값을 나타

내었다.

   (1) 최적화 H형 지지격자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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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에는 시편 1의 최대하중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 피로시험은 진폭

을 제어하여 실시하 으나 시편에 손상이 발생할 때까지 시험을 수행하지 않고 사이클 

수  만을 정해 시험을 수행하여 여기서는 최대하중의 변화를 도시하 다.

이 결과는 피로하중에 의한 스프링의 피로사용 한도치가 거의 에 가까우므로 

피로하중에 의한 손상발생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1000 10000 100000
10

100

Pmax

# of cycles

그림 4.3.1 최적화 H형 지지격자 스프링(시편 1)의 최대하중 대 사이클 선도

   (2) 새 이중판노즐형 지지격자 스프링

그림 4.3.2에는 최적화 지지격자 스프링과 마찬가지로 시편1의 최대하중 변화를 

나타내었다. 새 이중판노즐형 지지격자 스프링도 정해진 사이클 수에서도 최대하중의 

변화를 거의 나타내지 않았고, 피로하중에 의한 스프링의 피로사용 한도치가 거의 

에 가까우므로 피로하중에 의한 손상발생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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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새 이중판노즐형 지지격자 스프링(시편 1)의 최대하중 대 사이클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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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격자체 정적 좌굴시험

  가. 개요

격자체의 정적 좌굴시험은 격자판 지지부의 P-δ 특성시험을 위한 시험장치를 사

용하여 수행하며, 이 시험과는 달리 시편을 고정하기 위한 시편 고정치구는 별도로 존

재하지 않는다. 격자체의 정적 좌굴시험은 격자체 시편을 하부 크로스 헤드 위에 위치

시킨 상태에서 하부 크로스 헤드를 위로 이송시켜 모니터 상의 로드셀 데이터에 값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하부 크로스 헤드를 다시 아래로 한 스텝 이송시켜 시험장체의 

점조정을 한다. 이 상태에서 하부 크로스 헤드를 정해진 속도로 위로 이송하게 되면 

격자체 시편에는 압축하중이 작용하게 되고 현 단계의 하중이 이전 단계 하중의 80%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시편 내부에 좌굴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크로스 헤드의 이

송을 중지하고 시험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 다.

이 격자체 정적 좌굴시험의 목적은 핵연료집합체의 사고해석 모델을 작성하기 위

한 기초적인 입력자료인 격자체의 강성 및 최대 좌굴강도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격자

체의 강성은 하중 대 변위선도에서 최대 선형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하고 선

형근사(linear curve fitting)를 하여 격자체의 강성 및 최대하중을 구할 수 있다.

  나. 시험장치 및 시험 요구조건

격자체의 정적 좌굴시험을 위한 장치는 만능인장시험기를 사용하며, 다만 로드셀

을 격자판 지지부의 특성시험 때와는 달리 100kN의 로드셀을 사용한다. EH한 이송속도

도 격자판 지지부의 P-δ 특성시험에서 적용한 0.5 mm/min이 아닌 1 mm/min을 적용하

며, 초당 데이터 수집개수는 동일하게 5개를 취득하도록 설정하 다[4.4.1].

시험은 상온 및 공기 중에서 수행하 으며, 취득하는 시험 데이터들은 격자판 지

지부의 P-δ 특성시험과 동일하다.

  다. 시험결과

그림 4.4.1에는 후보모형 4종과 참조모형 1종의 5×5셀 부분격자체에 대한 정적 

좌굴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최종모형 5×5셀 부분격자체의 정적 좌굴특성 시험결과를 살펴보면(그림 4.4.1 

참조) 현재의 새 이중판노즐형 부분격자체의 임계 좌굴강도는 참조용 격자체에 비해 

16.1 % 정도 큰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적화 H형 부분격자체는 참조용 부분격자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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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약 18 % 정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최적화 H형 지지격자에 적합한 

외부격자판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이 없어 형상이 다른 지지격자의 외부격자판을 사용

하여 부분격자체를 조립하고 용접하 는데 내부격자판과 외부격자판간의 치수와 기하

학적 형상 차이로 내부/외부격자판 사이에서 용접이 불량하게 되어 구조물의 기계적 

강도를 저하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그림 4.4.1을 살펴보면 새 이중판노즐형 부분격자체의 경우 박판을 이중으

로 덧대어 용접할 때 시편의 편평도가 엄 하게 보장되지 않아 결과가 불연속한 구간

이 다른 시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으나 이는 임계 좌굴강도나 격자체의 강성을 추

출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4.1 후보모형 5×5셀 부분격자체의 정적 좌굴시험 결과

지지격자 임계 좌굴강도

(kN)

정적 강성

(kN/mm)

회전유동 격자체

초기 H형 격자체

바가지형 격자체

다중스프링 격자체

참조용 격자체

2.3

2.2

2.2

2.6

2.9

19.6

17.2

13.7

14.8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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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후보모형 5×5셀 부분격자체 4종의 정적 좌굴시험 결과

0.0 0.2 0.4 0.6 0.8 1.0 1.2 1.4 1.6
0

1

2

3

4

 No.1
 No.2
 No.3
 No.4

Doublet Grid(5x5 cell)

P 
(k

N
)

δ (mm)

그림 4.4.2 최종모형 II(새 이중판노즐형) 5×5셀 부분격자체 정적 좌굴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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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 최종모형 5×5셀 부분격자체 2종의 정적 좌굴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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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격자체 동적 충격시험(낙하식)

  가. 개요

격자체의 측면에서의 충격하중에 의한 지지격자의 충격특성(임계 좌굴하중, 좌굴

모드 및 반발계수)을 구하여 외부하중(지진하중이나 충돌하중과 같은)에 따른 구조물

의 충격거동을 파악하고자 본 시험을 수행한다. 격자체 구조물의 충격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낙하형태의 충격시험 장치를 과제 1단계에서 구축하 다.

격자체는 그 격자셀의 수 및 셀의 크기에 따라 충격량이 달라지게 되므로 격자체

의 기하학적 형상에 따라 충격해머의 질량을 다르게 하여야 하나 시험장비의 구조상 

충격해머의 질량을 변화하기 어렵고, 또한 만일 격자체 셀의 수가 작게 되면 해머의 

질량 또한 작아져야 하나 이러한 작은 질량의 해머는 시험 시 충격신호의 왜곡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충격해머의 상단에 스프링을 사용한 댐퍼를 부착하여 충격속도를 

감속할 수 있도록 하 다.

측면에서 충격하중을 받는 지지격자의 충격시험을 위해 초기 정해진 낙하높이에

서 격자체 시편에 충격을 가하기 시작하여 시편 내부에 좌굴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낙

하높이를 일정하게 증가하면서 시험을 수행하 다.

일반적인 시험장비의 구성은 일정한 질량을 갖는 충격해머, 해머의 이동 시 마찰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두 개의 안내봉(guide rod), 시편을 고정하기 위한 시편 고정장

치(fixture), 주 기둥(main column), 주 프레임(main fram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충돌 시 격자체에 가해지는 입력 및 출력을 얻기 위한 센서(가속도계, 로드셀 및 

신장계)들이 해머 및 시험장비에 부착되어 있다.

시험 시 발생하는 모든 시험 데이터들은 데이터 수집장치에 의해 ASCII 형태로 

저장되어 이를 신호처리 프로그램인 FEMtools나 ORIGIN에 의해 처리하여 동적 충격시

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분석하 다.

  나. 시험목적 및 시험 요구조건

격자체 동적 충격시험의 목적은 핵연료집합체의 지진이나 냉각재상실사고(LOCA) 

발생 시 핵연료집합체의 구성부품 중 하나인 지지격자에 가해지는 외부하중에 기계적 

건전성을 유지하는 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본 시험을 수행한다

[4.4.1].

격자체 시편을 위한 요구조건은 정해진 셀 수를 갖는 부분격자체 혹은 전체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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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시편을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전에 격자체의 용접상태를 품질 검사하여 

합격한 시편만을 시험에 사용하며, 시험조건은 공기 중 및 상온에서 시험을 수행하

다.

  다. 시험결과

지지격자 개발에서 성능목표치인 “0.3g 지진하중에 견디는 고강도 지지격자”의 

요구조건은 동적 충격강도에 관한 것이다. 동적 충격특성 비교시험은 정적 좌굴특성 

비교시험에서와 같은 형상/종류의 5×5셀 부분격자체 시편을 사용하여 낙하식 충격시

험을 수행하 다. 동적 충격시험 결과 후보모형 지지격자의 임계 충격강도가 회전유동

형 격자체를 제외하곤 참조용 격자체 결과와 유사하 으며(그림 4.5.1 참조) 후보모형 

격자체의 높이가 참조용 격자체의 그것에 비하여 약 8% 작은 것을 고려하면 후보모형 

4종의 높이가 참조용 지지격자의 높이와 유사하게 할 경우 후보모형 4종의 동적 충격

강도는 참조용 지지격자에 비해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5.2에는 최종모형 I인 최적화 H형 5×5셀 부분격자체의 낙하식 충격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임계 충격가속도의 평균은 112.0 m/s
2이었으며, 임계 

충격속도의 평균은 약 0.53 m/s로 나타났다. 그림 4.5.3에는 최종모형 II인 새 이중판

노즐형 5×5셀 부분격자체의 낙하식 충격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임계 충

격가속도의 평균은 141.8 m/s2이었으며, 임계 충격속도의 평균은 약 0.64 m/s로 나타

났다.

  라. 결과고찰

새 이중판노즐형 격자체의 경우 상부 교차점 용접을 종래 격자체인 4개소만 용접

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박판을 접합하여 수로를 형성하기 위해 맞대인 부분에 추가 4개

소 용접을 수행하여 충격하중에 대한 저항능력이 다른 격자체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임계 충격속도가 크다는 것은 외부에서 동적인 하중이 작용하게 될 때 

저항능력이 우수하여 기계/구조적 관점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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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 후보모형 5×5셀 부분격자체의 낙하식 충격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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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2 최적화 H형 5×5셀 부분격자체의 낙하식 충격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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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3 새 이중판노즐형 5×5셀 부분격자체의 낙하식 충격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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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격자체 동적 충격시험(진자식)

  가. 개요

격자체의 낙하식 충격시험은 상온에서만 시험이 가능하도록 장치가 설정되어 있

다. 또한 낙하식 충격시험을 수행할 경우 동적 충돌하중에 대한 격자체의 반발계수를 

구하기 어렵게 된다.

본 진자식 충격시험은 핵연료가 노내에 장전되어 연소되는 운전온도의 조건 하에

서도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구축하 으며, 장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 3 

절에서 기술하 다. 또한 본 시험기는 격자체의 셀 크기에 따라 충격해머의 질량을 가

변할 수 있으며, 충돌하중이 가해지는 충격점이 운동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최저점에서

의 충돌이 가능하도록 충격해머의 힌지점이 전후로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핵연료의 설계에 따라 지지격자간 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도

록 충격해머의 길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 고, 이들 장치에 대한 곳을 현재 국내에 

특허출원[4.6.1]하 다.

측면에서 충격하중을 받는 지지격자의 충격시험을 위해 초기 정해진 충격각도에

서 격자체 시편에 충격을 가하기 시작하여 시편 내부에 좌굴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충

격각도를 1°씩 일정하게 증가하면서 시험을 수행하 다.

일반적인 시험장비의 구성은 일정한 질량을 갖는 진자식 충격해머, 시편을 고정

하기 위한 시편 고정장치(fixture), 해머고정을 위한 전자석(magnetic) 고정장치, 노

(furnace), 주 프레임(main fram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충돌 시 격자체에 가

해지는 입력 및 출력을 얻기 위한 센서(가속도계, 로드셀 및 각도 변위계)들이 해머 

및 시험장비에 부착되어 있다.

시험 시 발생하는 모든 시험 데이터들은 데이터 수집장치에 의해 ASCII 형태로 

저장되어 이를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인 ORIGIN에 의해 분석하여 동적 충격시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평가하 다.

  나. 시험목적 및 시험 요구조건

격자체 동적 충격시험의 목적은 낙하식 충격시험의 목적과 동일하다[4.4.1]. 격

자체 시편을 위한 요구조건은 정해진 셀 수를 갖는 부분격자체 혹은 전체 격자체 시편

을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전에 격자체의 용접상태를 품질 검사하여 합격한 

시편만을 시험에 사용하며, 시험조건은 공기 중 상온 및 고온에서 시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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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험결과

지지격자 개발에서 성능목표치인 “0.3g 지진하중에 견디는 고강도 지지격자”의 

요구조건은 동적 충격강도에 관한 것이다. 동적 충격특성 비교시험은 정적 좌굴특성 

비교시험에서와 같은 형상/종류의 5×5셀 부분격자체 시편을 사용하여 진자식 충격시

험을 수행하 다. 동적 충격시험 결과 후보모형 지지격자의 임계 충격강도가 다중스프

링형 격자체의 임계 충격강도가 약간 높았고, 시편들간의 편차도 작았으나 다른 격자

체들은 참조용 격자체와 비교하여 약간 우수하거나 비슷하 다(그림 4.6.1참조).

그림 4.6.2에는 최종모형 I인 최적화 H형 5×5셀 부분격자체의 상온 하에서의 진

자식 충격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임계 충격강도의 평균은 320.2 m/s
2
이

었으며, 임계 충격속도의 평균은 약 0.63 m/s로 나타났다. 이를 충격해머의 질량을 곱

해 얻은 임계 충격력의 평균은 4.1 kN이었다. 운전온도인 320℃ 하에서의 진자식 충격

시험 결과를 그림 4.6.3에 나타내었으며, 임계 충격가속도는 259.3 m/s2이었으며, 임

계 충격속도의 평균은 약 0.52 m/s로 나타났다. 이를 충격해머의 질량을 곱해 얻은 임

계 충격력의 평균은 3.1 kN이었다.

그러나 현재 운전온도 하에서의 진자식 충격시험은 노의 문과 해머 초기각도와의 

간섭에 의해 10°이하에서는 시험을 할 수가 없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은 해머의 형상

변경을 통해 수정 완료한 상태이며, 전체 지지격자의 운전온도에서의 충격시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개 운전온도에서의 임계치는 상온에서의 0.7

배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시험 결과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결과가 크게 다

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4.6.4에는 최종모형 II인 새 이중판노즐형 5×5셀 부분격자체의 낙하식 충

격시험을 통해 얻은 최대 충격가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임계 충격가속도의 평

균은 379.4 m/s2이었으며, 임계 충격속도의 평균은 약 0.77 m/s로 나타났다. 또한 임

계 충격강도의 평균은 4.9 kN인 것으로 나타나 새 이중판노즐형 격자체가 낙하식 시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계 구조적 성능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4.6.5에 

동일한 격자체 시편별 임계 충격가속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시편의 고온 하에서의 결과를 그림 4.6.6에 나타내었고, 임계 충격가속도의 

평균은 201.0 m/s2이었으며, 임계 충격속도의 평균은 약 0.52 m/s로 나타났다. 그림 

4.6.7에는 각 시편별 임계 충격가속도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 시편의 경우 역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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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충격해머의 각도설정에 문제가 있어 추후 최종시험에서는 이를 반 하여 엄 한 결

과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결과고찰

진자식 격자체 동적 충격시험 결과도 새 이중판노즐형 격자체가 외부 충격하중에 

대한 저항능력이 다른 격자체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격자체의 경우 기계 

구조적 성능이 우수한 지지격자를 채용코자 할 때 다른 지지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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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 후보모형 5×5셀 부분격자체의 진자식 충격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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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2 최적화 H형 5×5셀 부분격자체의 최대 충격가속도 비교(상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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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3 최적화 H형 5×5셀 부분격자체의 최대 충격가속도 비교(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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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4 새 이중판노즐형 5×5셀 부분격자체의 최대 충격가속도 비교(상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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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5 새 이중판노즐형 5×5셀 부분격자체의 임계 충격가속도 비교(상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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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6 새 이중판노즐형 5×5셀 부분격자체의 최대 충격가속도 비교(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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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7 새 이중판노즐형 5×5셀 부분격자체의 임계 충격가속도 비교(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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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료봉 진동시험

연료봉 진동시험에 이용한 장비는 제3절 의 3. 연료봉 진동시험장치에 자세히 

기술한 바와 같다.  다음의 그림4.7.1 은 최적시험 기법으로 정해진 가속도계의 설치 

위치와 가진기 및 변위센서의 위치를 도시한 것이다. 

가속도계는 지지격자 사이의 한 구간에 2개씩 각각 1/4과 3/4 지점에 부착하

고, 최대변위가 예상되는 2번째 구간의 중앙에 1개의 변위계를 부착하여 진동변위를 

측정하 다. 그리고 가진기와 연료봉 사이에 가진력을 측정할 수 있는 힘센서(Force 

Transducer)를 부착하여 가진기의 가진력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렇게 가진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이유는 진동시험이 수행되는 동안 가진력을 되먹

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서, 동일한 가진력에 의해 유도된 진동변위를 지지

격자 종류별로 비교하기 위함이다. 시험에 사용된 가진력은 0.25N, 0.5N,  및 0.75N 

등으로, 유체유발진동 연구자들이 제시한 연료봉의 최대 진동 변위 0.2mm를 참고하여 

정해진 값이다.

진동시험에 사용된 모의시험 핵연료봉은 다음의 그림 4.7.2와 같은 제원을 갖으

며, 10.4 kg/m3의 도를 갖는 UO2 소결체를 11.4 kg/m3 의 도를 갖는 납봉으로 대

체하여 제조하 다. 시험봉의 피복관과, 상,하단 봉단마개 그리고 plenum 스프링 등, 

소결체를 제외한 모든 부품은 실제 핵연료봉의 부품을 사용하 고, 봉단마개 용접 등

과 같은 작업도 실제 핵연료봉을 제작하는 한전원전연료㈜의 공정라인을 이용하 다. 

모의 연료봉은 길이 2.189m로 제작되었다. 상용 경수로용 핵연료봉의 길이는 이 보다 

길어서 실제 고유진동수가 다르지만, 봉의 길이가 짧으면 장착하는 가속도계의 개수가 

그림 4.7.1 가속도계와 변위계 및 가진기의 위치

0.15 0.15  0.1 0.1

ShakerDisplacement Gage

Accelerometer

0.15 0.15

(Unit: m)

Force Transducer



- 114 -

줄고, 분석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지격자 별 핵연료봉의 진동특

성 변화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편리하다. 그렇지만 개발이 점점 진행되고 중요한 어

는 시점에서는 상용 핵연료봉과 길이가 동일한 모의 연료봉으로 진동시험이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진동시험으로 얻어진 데이터는 시간 역의 데이터를 주파수 역으로 변환한 것

으로서 다음의 그림 4.7.3과 같이 각 센서위치의 FRF(Frequency Response Function)이

다. 이를 정리하면 위상신호를 갖는 모드형상과 고유진동수를 얻을 수 있다.

한편 동일한 힘으로 가진하는 가운데 얻어진 변위계로부터의 신호는 핵연료봉을 

지지하는 지지성능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정보로 이용되었다. 변위에 대한 데이터를 

후리에 변환하여 주파수 역으로 바꾸어 도시하면 각 주파수 대에서 반응하는 변위특

성을 얻을 수 있다. 지지성능을 판별하기 위한 시험 결과를 다음의 그림 4.7.4에 도시

하 다. 그림 4.7.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새 이중판 노즐형 지지격자가 최적화 H형 지

지격자 보다  진동 변위를 억제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조용으로 사용한 지지격자(현재 상용으로 사용하는 지지격자)는 이중판과 최적화 H

형 지지격자의 중간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었다. 최적화 H형 지지격자는 마모성능과 지

지성능 측면의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설계 변경되어 현재 격자체 시편을 제작 중

에 있다. 설계 변경되어 제작된 최적화 H형 지지격자의 격자셀 시편에 대한 마멸시험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핵연료봉 지지성능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7.2 모의 연료봉의 부품 및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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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4 최적화 H형, 새이중판 노즐형 지지격자 및 참조 지지격자

로 지지된 연료봉의 진동변위(0.5N 가진력, 공기중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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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3 지지격자로 지지된 핵연료봉의 F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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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프레팅마멸 시험

  가. 시험 개요

개발된 지지격자 스프링인 최적화 H형, 새이중판 노즐형, 그리고 참조용으로 한

국 표준원전용 개량핵연료에서 사용될 지지격자 스프링에 대해 프레팅마멸 특성 및 저

항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3절에서 언급한 지지격자판과 지지격자체 프레팅마멸 시험장

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시험을 수행하 다. 

(1) 지지격자판 단위 프레팅마멸 시험

그림 3.1.1에 나타낸 격자판 단위의 프레팅마멸 시험장비를 이용하 으며 다음과 

같은 시험을 수행하 다.

- 접촉형상별 프레팅마멸 저항성 분석/평가를 위한 시험

고안된 지지격자 스프링과 연료봉 피복관 시편 사이의 접촉 형상에 따른 프레팅

마멸 저항성을 분석하는 시험으로서 시험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접촉 하중과 미끄럼 

변위를 여러 조합으로 시험하여 피복관 시편에 발생한 마멸의 특성 및 마멸량을 분석

함으로써 각 스프링 형상의 마멸저항성을 분석/평가하 다. 이때 접촉 하중 및 미끄럼 

변위의 변화에 따라 마멸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어떤 임계진폭이 존재함을 발견하 다. 

이것은 프레팅마멸 저항성 제고 관점에서 스프링 힘과 유체유발 진동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파라미터로 평가하 다.

한편 이 시험은 최적화 H형 스프링의 마멸 저항성 제고를 위한 형상 개선을 위해

서도 수행되었으며 이 시험 결과는 스프링 형상을 개선함으로써 마멸 저항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 마멸 진전 거동 분석을 위한 시험

앞의 마멸 저항성 분석시험에서 나타난 임계진폭 이하의 시험조건에서 마멸 시험

시간을 증가시키며 마멸량의 증가 거동을 분석하 다. 이 시험은 비록 양호한 마멸 저

항성의 조건으로 프레팅 조건이 유지된다고 하여도 접촉형상에 따라 마멸 기구 및 마

멸입자 거동이 차이가 날 것이 예상되고 이로부터 마멸량의 증가가 달라질 것으로 판

단되었기 때문에 수행한 것이다. 시험결과는 예상하 던 것과 같이 마멸량 증가 거동

이 스프링 형상의 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 공기중/수중에서의 마멸거동 차이 분석/평가

원자로 내에서의 핵연료봉 프레팅마멸은 수중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수중에서는 

공기 중에 비해 마멸입자의 거동이 달라지게 되므로 공기 중과 수중에서의 마멸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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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이에 대한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동일한 접촉 조건 하에서 공기 중 및 수중시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분석하 다. 

지지격자판 단위의 프레팅마멸 시험장비에는 시편을 물에 잠기게 한 상태에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 시험 수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한편, 이때의 분석은 

마멸량의 차이를 비교하 을 뿐 아니라, SEM을 이용한 마멸면의 상세 관찰도 함께 수

행하 다. 시험결과는 시험 분위기, 즉 공기 중과 수중의 차이에 의해 마멸량과 마멸 

특성이 달라짐을 보여 주었다.

(2) 지지격자체 단위의 프레팅마멸 시험

지지격자판 단위의 마멸 시험은 지지격자 스프링과 피복관 시편 사이에 간격이 

발생한 경우에 발생하는 충격에 의한 마멸 조건을 모사할 수 없다. 그러나 원자로 내

에서 지지격자 스프링은 조사 및 열적 향으로 인해 핵연료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연

료봉을 지지하는 능력을 점차 상실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연료봉과 지지격

자 스프링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는 조건도 발생하게 된다.

연료봉과 지지격자 스프링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게 되면 냉각수 유동에 기인한 

연료봉의 진동 진폭이 커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마멸의 증가가 현저히 나타날 수 있

다. 그러나 이때에도 스프링의 형상에 따라 마멸량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안된 지지격자 스프링에 대해 접촉력이 있는 경우와 접촉력이 없이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마멸 시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 다. 시험 결과는 예상한 바와 

같이 충격이 작용하는 경우의 마멸량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스프링의 형상에 의한 

향도 관찰되었다.

  나. 시험 결과 및 분석

(1) 접촉형상별 프레팅 저항성 분석/평가

시험에 사용한 스프링의 종류는 최적화 H형, 새 이중판 노즐형 그리고 한국 표준

원전용 개량핵연료용 스프링 등 세 가지 다. 시험은 상온 공기 중에서 수행하 으며 

하중 및 변위조건으로는 스프링과 피복관 시편 사이의 접촉력을 10, 30, 50 N, 미끄럼 

변위는 10, 30, 50, 80, 100 μm로 하 다. 접촉력과 미끄럼 변위 각 하나씩 조합하여 

시험 조건으로 사용하 으므로 총 15 가지의 조건으로 시험한 것이다. 한편 미끄럼 반

복진동수는 30 Hz, 반복 횟수는 10만회로 일정하게 하 다. 각각의 조건에 대한 이유

로는 접촉력의 경우, 핵연료집합체 설계에서 지지격자 스프링의 일반적인 설계 하중이 

10 ~ 50 N 정도의 값을 가지므로 이를 시험 조건으로 하 으며, 미끄럼 변위는 프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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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의인 미세한 진폭으로 정의할 수 있는 값과 핵연료집합체 내에서 인접 연료봉 사

이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의 값을 고려하여 결정하 다. 한편 진동수는 연료봉

의 진동해석으로부터 1차 고유진동수에 근사한 값으로 설정하 다. 하나의 조건에서 

세 번의 반복시험을 수행하 으며, 시험을 완료한 후 마멸부피를 계산하고 각 경우에 

대해 평균값을 산출하 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그림 4.8.1에 보여 주고 있다. 그림

의 범례에서 Opt.H는 최적화 H형, Doublet은 새 이중판형 스프링을 의미하며 Ref. B는 

한국 표준원전용 개량핵연료용 스프링을 가리킨다. 그림 4.8.1에서 하중이 작을수록, 

또 미끄럼 변위가 증가할 수록 마멸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결과가 관찰되었다. 한편 각 

하중에서 미끄럼 변위 10 μm에서는 마멸이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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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1. 각 지지격자 스프링 형상 별 마멸부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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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멸량의 비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마멸 결과의 분산정도를 고려할 때 비교한 스프

링 상호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즉, 최적화 H형 및 새 이중판

노즐형 지지격자 스프링들의 마멸저항성이 상용으로 사용예정인 지지격자 스프링(Ref. 

B)에 비해 낮지 않으며 서로 유사한 마멸 저항성을 갖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한편, 그림 4.8.1로부터 각 하중에서 미끄럼 변위를 증가시킬 때 마멸량이 현저

히 증가하는 변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0 N일 때 50~80 μm, 30 N일 때 80~100 μ

m에서 마멸량이 현저히 증가한다. 이와 같이 마멸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변위를 임계진

폭이라 정의하 으며 이 진폭 이하로 연료봉의 진동이 제어될 수 있으면 마멸에 의한 

손상은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험결과로부터 임계진폭은 스프링의 

종류에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접촉형상에 향을 받지는 않으나 접촉 하중의 향은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임계진폭을 전후하여 급격한 마멸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서 최적화 H형과 

참조용 B형의 스프링에 대해서는 임계진폭을 초과하면서 마멸 깊이뿐 아니라 마멸면적

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그림 4.8.2에 보여 주는 것

과 같이 임계진폭 이전인 10 N-50 μm일 때에는 마멸이 접촉면의 양 끝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임계진폭 이후인 10 N-80 μm에서는 접촉면 전체에서 마멸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한 마멸면의 폭도 현저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새 이중판 노즐형 스프링 

같은 경우는 임계진폭 전후에서 동일한 마멸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접촉면 끝단에

서 마멸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시작되므로 다른 두 스프링에서 볼 수 있는 

분리된 마멸형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임계진폭을 전후하여 마멸부의 길이가 차

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임계진폭을 초과할 때 새 이중판 노즐형 스프링에 

의해 나타나는 마멸량의 현저한 증가는 마멸길이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 

마멸길이의 증가는 접촉형상을 고려할 때 피복관의 축방향으로 매우 작은 틈새가 존재

하므로 마멸입자의 이탈이 용이하지 않고 그곳에서 연마마멸이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마멸입자 거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마멸 진전거동 분석을 위한 시험에서 

고찰하 다.



- 120 -

                        

(a) (b) (c) (a') (b') (c')

그림 4.8.2. 스프링 종류에 따른 마멸형상-(a),(b),(c): 10 N-50 μm일 때의 최적화 H

형, 새 이중판 노즐형 및 참조용 B형 스프링; (a'),(b‘),(c’): 10 N-80 μm일 때의 최

적화 H형, 새 이중판 노즐형 및 참조용 B형 스프링.

(2) 마멸 진전거동 분석

마멸거동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접촉면의 응력장과 접촉면으로부터 방출되는 

마멸입자의 거동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프레팅마멸 기구가 응착마멸로부터 시작한 

후, 발생한 마멸입자가 접촉면에 게재되어 연마마멸을 일으키며, 이후 마멸입자가 접

촉면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이므로 마멸입자의 생성-이탈 사이클이 빨리 반복될수록 마

멸량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용한 시편의 접촉형상이 최적화 H형이나 참조용B의 

경우 그림 4.8.3의 Spring type A와 같이 양 끝단에 코이닝 되어 있어 축방향으로의 

마멸입자 이탈이 쉬운 반면 횡방향으로는 오목한 형상이어서 상대적으로 마멸입자의 

이탈이 용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이중판 노즐형 스프링의 경

우에는 그 반대가 된다. 즉 그림 4.8.3의 Spring type B와 같이 축방향으로는 스프링

과 피복관 사이의 틈새가 작아 마멸입자의 이탈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횡방향으로

는 두 개의 원호가 접촉하는 형상이 되어 상대적으로 마멸입자의 이탈이 쉬울 것이다.

이러한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접촉력 10 N, 미끄럼 변위 50 μm의 미끄럼 마멸

상태에서 사이클 반복수를 증가시키며 마멸량의 증가거동을 관찰하 다. 그 결과를 그

림 4.8.4에 보여 주고 있으며 새 이중판 노즐형 스프링의 경우 사이클의 증가에 따른 

마멸량의 증가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서 미끄럼마멸 시험에서 접촉

부의 상대운동 방향은 축방향이므로 대부분의 마멸입자 이동 방향도 축방향이 되고 따

라서 축방향으로 마멸입자의 이탈이 용이한 최적화 H형이나 참조용B 스프링에서 사이

클의 증가에 따른 마멸량의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접촉부의 형상은 마

멸입자의 이탈 거동에도 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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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3. 지지격자 스프링과 피복관의 접촉 형상.

그림 4.8.4. 사이클 증가에 따른 마멸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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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멸 저항성 관점에서의 최적화 H형 형상 개선

접촉부의 형상에 따라 접촉응력장이 변하므로 마멸 저항성은 접촉부 형상의 향

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H형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

다. 최적화 H형 스프링이 당초 제작되었을 때 접촉부 끝단에는 코이닝 가공 상태가 양

호하지 못하 으며(그림 4.8.5) 스프링의 최대 허용하중이 50 N보다 작았다. 이에 비

해 참조용B 스프링은 사용화로 제작된 것이어서 코이닝 상태가 양호하 으며(그림 

4.8.6) 최대 허용하중도 50 N이 넘었다. 따라서 최적화 H형 스프링의 강성도

(Stiffness)를 증대시키고 좀 더 완벽한 형상의 코이닝 가공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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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5. 최적화 H형 스프링 초기의      그림 4.8.6. 참조용 B형의 코이닝 상태  

             코이닝 상태.                                 

이를 위해 수행한 형상 개선과정을 요약하면 최초의 최적화 H형 스프링으로부터 

접촉면(스프링 상면)에 코이닝 가공을 하 고, 그 후 코이닝 가공된 스프링의 강성도

를 증대시켰으며, 그리고 최종적인 시편은 접촉면뿐 아니라 스프링 하부면에도 코이닝 

가공을 하여 접촉면 궤적을 개선하고 강성도도 증대시켰다.

최종형상에서 스프링의 상하부면에 코이닝 가공을 한 이유는 상면만 코이닝 가공

을 한 경우 코이닝에 의해 제거되는 부분의 재료가 접촉면 위로 이동하여 접촉면의 궤

적이 그림 4.8.7에 나타낸 것과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4.8.7과 같은 접촉면을 

가질 경우 접촉부 양 끝단에서만 피복관과 접촉하게 되어 마멸이 집중되므로 마멸저항

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피복관과 접촉하지 않는 하면을 먼저 코이닝

하고 그 다음 가공단계로서 상면을 코이닝 함으로써 피복관과의 접촉부 궤적을 가능한 

평탄하게 하 다. 상하면 코이닝에 의해 측정된 접촉면 궤적과 이에 대한 해석 및 평

가는 5절에 다시 나타내었다.

     

그림 4.8.7. 상면만 코이닝하 을 때의 접촉면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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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개선 중에 마멸저항성 분석시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 그림 4.8.8에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마멸 저항성이 점차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8.8에 나

타낸 범례는 최초의 최적화 H형 스프링을 FirstH, 접촉면에 코이닝 가공을 한 것을 

CoinedH, 코이닝 가공된 스프링의 강성도를 증대시킨 것을 StiffH, 그리고 최종적인 

시편은 접촉면뿐 아니라 하부면에도 코이닝 가공을 하여 접촉면 궤적을 개선하고 강성

도도 증대시킨 것이며 FinalH라 표기하 다.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Wear vol. diff. during modifying H at 10 N

W
ea

r V
ol

um
e 

(X
10

-6
 m

m
3 )

Slip Displacement (µm)

 FirstH
 CoinedH
 StiffH
 FinalH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0

1000

2000

3000

4000

Wear vol. diff. during modifying H at 30 N

W
ea

r V
ol

um
e 

(X
10

-6
 m

m
3 )

Slip Displacement (µm)

 FirstH
 CoinedH
 StiffH
 FinalH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0

1000

2000

3000

4000Wear vol. diff. during modifying H at 50 N

W
ea

r V
ol

um
e 

(X
10

-6
 m

m
3 )

Slip Displacement (µm)

 FirstH
 CoinedH

         (No Test)
 StiffH
 FinalH

그림 4.8.8. 접촉형상 및 강성변화에 의한 마멸량 변화.

(4) 공기중/수중에서의 마멸거동 차이 분석/평가

원자로 내에서 핵연료는 냉각수에 잠겨 있는 상태이므로 수중 분위기가 핵연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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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접촉면의 변화 및 산화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재료학적 분석을 시도하 다. 그림 4.8.9에는 공기 중 및 수중에서 마멸 시

험한 후 피복관 접촉면을 500 배로 확대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특징적인 경우를 보

여 주고 있다. 공기 중에서 시험한 경우, 마멸면에는 매우 작은 입자들이 분산되어 있

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수중 시험에서는 그러한 입자보다 상당히 큰 덩어리가 표면으로

부터 박리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공기 중과 물속에서 접촉면으로

부터의 마멸입자 형태와 이탈 형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공기 중

에 비해 물속에서 큰 마멸입자가 형성되어 접촉면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물속에서의 마멸부피가 더 크게 나타난 이유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자현미경은 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능을 동시에 갖

고 있는 것이어서 마멸면의 성분을 분석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4.8.10.에 보여 준

다. 예상한 것과는 달리 공기 중에서와 물속에서의 마멸면 모두에 산소 성분이 검출되

지 않았다. 따라서 공기 중 시험에서 산화막 형성에 의해 마멸량이 감소하 을 것이라

고 한 가정은 검증되지 않았다. 

공기중 시험의 마멸면

       

수중시험의 마멸면

그림 4.8.9. 마멸면의 전자현미경적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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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10. 마멸면의 성분분석 (EDX).

(5) 지지조건에 따른 프레팅 저항성 분석/평가

(가) 시험 방법

본 시험은 실제 원자로 내에서 핵연료봉과 스프링/딤플 사이의 여러 가지 지지조

건을 모사하고 이에 따른 마멸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지격자체 단위의 프레팅마멸 시

험장비(그림 3.1.2 참조)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이때 지지격자판 4개를 하나의 지지

격자체 셀로 구성하 고, 두 개의 지지격자체로 하나의 구간(Span)을 구성 하 다. 스

프링 시편을 시편 블록에 접착제로 고정시키고 완전히 굳힌 다음에 각 블록을 로드셀

이 장착되어 있는 시편 고정부에 고정시켜서 지지격자체를 구성하 다. 그림 4.8.11에

는 구성된 하나의 셀을 예로 보여주고 있다. 구성된 하나의 셀에서, 두 개의 스프링 

시편은 고정되어 있는 시편 고정부에 장착이 되며 나머지 두개의 스프링 시편은 이동

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이동측 시편 고정부에 장착하 다. 고정측 시편 고정부에는 

로드셀을 장착하여 시험 중 접촉 수직하중을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 다. 핵연

료봉 시편집합체(그림 2.1.3 참조)를 구성된 두 개의 지지격자체 사이에 끼워 넣어서 

실제 핵연료봉의 하나의 구간을 모사하 으며  한 구간 길이는 실제 핵연료봉과 같은 

520 mm로 하 다.

그림 4.8.11. 지지격자체 단위의 프레팅마멸 시험에서 구성된 하나의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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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상온에서 수행하 으며, 서로 다른 형상을 가진 두 가지 종류의 스프링 

시편에 대하여 시험하 다. 각 시편에 대해서 실제 원자로 내에서 핵연료봉과 스프링/

딤플이 접촉하는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접촉 수직 하중을 받고있는 경우와 간격이 존

재하는 경우, 두 가지에 대해 시험을 수행하 다. 접촉 수직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수

직 하중을 5 N으로 설정하 고, 핵연료봉과 스프링/딤플 사이의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에는 간격을 0.1 mm로 정하 다. 두 개의 지지 격자체 사이(Span)의 중심부를 0.7 mm 

변위로 진동하게 하 고 핵연료봉 시편에 가하는 진동 주파수는 30 Hz로 하 으며 시

험완료까지의 가진 횟수는 10
6
 회로 하 다. 스프링 시편으로는 지지격자판 단위의 시

험 때와 같이 최적화 H형, 새 이중판 노즐형 및 한국 표준원전용 개량핵연료용 스프링

(참조용 B형)을 사용하 으며 각각에 대해 5 N과 0.1 mm간격조건에 대해 시험한 것을 

1회로 하여 스프링과 딤플의 위치를 바꿔서 2회씩 반복 실시하 으며 따라서 총 4회의 

시험을 하 다.

(나) 시험 결과 및 분석

그림 4.8.12에서 보여주듯이 최적화 H형과 참조용 B형 스프링의 경우, 지지조건

이 5 N일 때보다 간격이 있는 경우에 마멸량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마멸량의 분산

정도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핵연료봉과 스프링/딤플 사이의 충격력이 

마멸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충격력이 시험 때마다 많은 편차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새 이중판 노즐형 스프링의 경우는 지지조건의 변화에 따른 마

멸량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멸량의 편차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는 실제의 원자로 내 핵연료집합체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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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12. 지지조건에 따른 마멸량 및 마멸 깊이 변화.

지지력이 감소함에 따라 최적화 H형과 참조용 B형 스프링이 새 이중판 노즐형 스

프링에 의한 접촉에서 보다 마멸량이 커지는 이유를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마멸에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접선방향(즉 접촉면 전단방향)의 트랙션을 고려할 수 있

다. 그림 4.8.13과 같이 핵연료봉 시편집합체의 Center rod 가 상하 방향으로 진동할 

때 스프링 또는 딤플 시편의 위치에서 핵연료봉 시편이 기울어지는 각도를 α라고 하면 

이 각도에 의한 접촉부의 전단 트랙션은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Q=Fsinα (1)

여기서 F는 두 시편의 접촉 시 연직방향의 하중이며 Q는 접촉 전단하중이다.

한편 그림 4.8.3에 도시한 것과 같이 핵연료봉 시편과 스프링 시편이 접촉할 때

의 기하학적 형상은 최적화 H형과 참조용 B형 스프링의 경우 쐐기(Wedge)형상, 그리고 

새 이중판 노즐형 스프링의 경우 2차원 곡면형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형상에서 전

단 트랙션의 분포는 각 시편에 대해 그림 4.8.13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qA, qB와 같이 

서로 다른 형상으로 나타내어지며 convex 형태의 새 이중판 노즐형 스프링의 경우에 

비해 코이닝에 의해 Truncated wedge 형상인 최적화 H형과 참조용 B형 스프링인 경우

에 접촉 트랙션의 최대값이 더 크게 된다. 즉 같은 각도의 조건에서 최적화 H형과 참

조용 B형 스프링에서는 평탄부 끝단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양 경계에서 트랙션 값이 급

격히 증가하나 새 이중판 노즐형 스프링의 경우는 접촉부 경계 부근에서 나타나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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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트랙션이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 접촉력이 존재함에 따라 α는 작아지며 시편 A

는 스프링/딤플의 평탄부를 따라 접촉 역이 넓어지게 되어 트랙션의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시편 B의 경우 완만한 곡면을 가지므로 전단 트랙션이 각도 α의 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따라서 그림 4.8.12에서의 마멸량 차이는 스프링의 기하학적 형태에 따른 접촉부

위의 접촉 트랙션의 차이와 스프링의 접촉 형태에 따른 접촉면적의 증가에 따른 종합

적인 결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접촉력이 존재할 때에는 최적화 H형과 참

조용 B형 스프링이 마멸에 대해 우수한 성능을 가지며, 접촉력이 없는 경우에는 새 이

중판 노즐형 스프링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마멸저항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그림 4.8.12로부터 마멸깊이의 차이는 마멸량의 차이에 비해 현저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접촉력이 줄어들며 증가하는 마멸량의 증가가 깊이 방향으로 

마멸이 증가된 데에 기인하기보다는 접촉면에서의 마멸 역, 즉 마멸면적이 확장하는 

데에 따른 것이라 판단되어진다.

α

α α

α α

qA

Q Q

qB

그림 4.8.13. 격자체 단위의 프레팅마멸 시험에서 스프링/딤플과 핵연료봉의 상대운동 

형상. α는 핵연료봉이 기울어진 각도이며 Q는 접촉 시의 전단하중, qA 및 qB는 각각 최

적화 H형(또는 참조용 B형) 및 새 이중판 노즐형 스프링에 의한 전단응력장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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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해석기술 연구

 1. 스프링 탄․소성 해석기술

  가. 개요

후보모형 지지격자 스프링에 대해 시험 뿐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시험결과를 모

사할 수 있는 해석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상용 유한요소 해석코드를 사용하여 해석모델

을 작성하고 이의 해석 결과를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해

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은 3차원 쉘(shell)을 사용하여 I-DEAS로 작성하 고, 이를 

해석을 위해 ABAQUS로 변환하여 해석 입력파일을 작성하 다. 지지격자 지지부는 판재

에 금형을 통해 냉간가공되어 실제로는 곡률에 의해 판의 두께가 불균일하게 되며, 또

한 이러한 가공에 의해 원자재 내부에는 잔류응력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본 해석에서는 판재의 곡률에 의한 판두께의 불균일과 잔류응력은 고려하

기가 어려워 판 두께는 균일하다고 가정하 으며, 판재 내부에 존재하게 되는 잔류응

력도 무시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을 위한 코드는 ABAQUS/standard를 사용하 으며, 해석결과는 ABAQUS/Viewer

을 통해 얻었다.

  나. 해석절차 및 방법

지지격자 스프링의 P-δ 특성곡선은 만능인장시험기를 사용하여 하중과 변위를 얻

는다. 따라서 해석에서도 이를 모사하기 위해 지지격자 스프링이 고정치구에 의해 구

속되게 되는 폭 0.4 mm를 고정 및 변위방향의 자유도(degree of freedom)를 구속하는 

경계조건을 설정하 으며, 입력은 로딩 바로 모델링한 강체를 연료봉의 외경과 동일한 

직경으로 모델링하고 이의 한 절점(reference node)에 수직방향의 변위를 가하고 이에 

대해 저항하는 반력을 이 절점에서 구해 하중 대 변위선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경계조건은 실제 특성시험을 위한 경계조건을 잘 모사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시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최종 해석모델과 해석절차 및 방법을 정립하 다.

지지격자 스프링은 실제 특성시험에서 탄성한도를 넘는 변위를 가하게 되며, 실

제 스프링의 거동범위도 국부적으로는 소성 역에서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해석도 

탄성에 국한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탄․소성 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재료의 탄․소성 물성을 구해야 하며, 이는 제 4 절 1항에 기술한 인



- 131 -

장시험을 통해 물성을 구하 고 이를 표 5.1.1에 ABAQUS입력을 위한 형태로 데이터를 

요약하 다.

  다. 해석모델 및 결과

   (1) 후보모형 지지격자 스프링(회전유동 지지격자)

    (가) 유한요소 해석모델

그림 5.1.1에는 후보모형 지지격자 중 하나인 회전유동 지지격자 스프링의 해석

모델을 나타내었다. 핵연료봉으로 모델링한 강체(rigid body)와 지지격자 스프링의 연

료봉과 접촉하는 부분에 접촉(contact)을 설정하 고, 연료봉에 의해 스프링에 변위 

혹은 변형이 발생하므로 이를 모사할 수 있도록 접촉면(contact surface)을 설정하

다.

    (나) 해석결과

그림 5.1.2에는 0.3 mm의 변위를 가했을 때의 지지격자 스프링의 변형된 모습을 

측면에서 나타낸 그림이다. 이를 살펴보면 0.3 mm의 변위에 스프링에 부착된 날개가 

모재와 나란한 측면에 있어 이 이상의 변위가 가해질 경우 이 날개는 인접한 셀로 변

위가 발생하게 되어 인접한 연료봉과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림 5.1.3에는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시험을 통해 얻은 결과와 비

교한 것이다. 현재 스프링의 해석결과는 시험결과와 상당히 잘 일치하고 있으며 최대

하중 및 스프링 강성을 아주 잘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특성해석을 

위해 작성한 유한요소 해석모델이나 해석방법 및 절차가 잘 정립되었음을 입증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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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지르칼로이-4 판재의 기계적 물성

Elastic Plastic
E : 108.3 GPa

σy : 344.3 MPa

ρ : 6550 kg/m3

ν : 0.294

stress(MPa) strain
344.3

388.0

422.9

447.5

465.7

480.1

491.1

500.1

507.4

513.6

519.1

528.1

536.2

543.2

549.1

554.3

0.0

0.005818

0.015790

0.025780

0.035770

0.045820

0.055770

0.065820

0.075700

0.085670

0.096000

0.115900

0.135800

0.155600

0.175600

0.1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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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회전유동 지지격자의 특성해석 모델

그림 5.1.2 0.3 mm의 변위가 가해진 상태에서의 스프링 변형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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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회전유동 지지격자 스프링의 유한요소 해석결과와 

특성시험 결과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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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종모형 I 지지격자 스프링(최적화 H형 지지격자)

    (가) 유한요소 해석모델

그림 5.1.4에는 최종모형 지지격자 중 하나인 최적화 H형 지지격자 스프링의 해

석모델을 나타내었다. 스프링의 끝단(end of spring)은 고정 경계조건을 적용하 고, 

고정단(edge of fixture)에는 변위방향의 자유도만 구속하고 회전방향의 자유도는 자

유인 경계조건을 적용하 다.

E n d of sprin g

E dg e of fixtu re

그림 5.1.4 최적화 H형 지지격자의 특성해석 모델

    (나) 해석결과

그림 5.1.5에는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시험을 통해 얻은 결과와 비

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실선으로 나타낸 열처리한 특성시험 곡선은 단일 셀 시편이 냉

간가공 중 시편 내부에 존재하는 잔류응력을 제거하고자 열처리를 수행하 으며, 이를 

사용하여 특성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마름모 기호로 나타낸 곡선은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로 격자판의 두께가 0.43 mm로 균일하다고 가정하여 얻은 결과

이고, 사각형 기호로 나타낸 곡선은 동일한 조건에 쉘 두께만 0.46 mm로 가정하여 해

석한 결과이다. 실제 시편을 제조한 지르칼로이 원자재는 도입 시 두께가 0.46 mm이나 

스프링이나 딤플과 같이 소성변형에 의해 가공된 부분은 원자재의 두께보다는 얇아졌

음을 감안한다면 0.43 mm의 두께를 적용하여 해석한 결과가 타당성이 더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실제 연료봉이 삽입하여 노내에서 거동하게 되는 0.35 mm의 변

위까지는 아주 잘 일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변위가 커지게 되면 대변형에 

의한 기하학적 비선형성 및 해석에 의한 오차 및 해석모델과 실제 시편과의 차이로 인

한 오차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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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최적화 H형 지지격자 스프링의 유한요소 해석결과와 

특성시험 결과와의 비교

   (3) 최종모형 II 지지격자 스프링(새 이중판노즐형 지지격자)

    (가) 유한요소 해석모델

그림 5.1.6에는 최종모형 지지격자 중 하나인 새 이중판노즐형 지지격자 스프링

의 해석모델을 나타내었다. 스프링의 끝단(end of spring)은 고정 경계조건을 적용하

고, 고정단(edge of fixture)에는 변위방향의 자유도만 구속하고 회전방향의 자유도

는 자유인 경계조건을 적용하 다. 본 모델은 좌우 대칭인 점을 고려하여 1/2만을 모

델링하 으며, 중앙 에지를 따라서는 y방향의 대칭을 설정하 다. 다른 점은 이전 해

석절차 및 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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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새 이중판노즐형 지지격자 스프링의 유한요소 해석모델(1/2)

    (나) 해석결과

그림 5.1.7에는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시험을 통해 얻은 결과와 비

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실선으로 나타낸 열처리한 특성시험 곡선은 단일 셀 시편이 냉

간가공 중 시편 내부에 존재하는 잔류응력을 제거하고자 열처리를 수행하 으며, 이를 

사용하여 특성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마름모 기호로 나타낸 곡선은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이다. 본 모델의 경우는 실제 시험을 통해 얻은 결과보다 상당

히 과소하게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본 모델의 경우 그 판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더욱 

얇아 비선형성이 증가하며, 좌․우 측면에 가공한 슬릿이 3차원 공간상에 존재하게 되

어 실제 시편에서는 슬릿가공 후 곡률을 가공 시 불규칙적으로 소성변형이 진행하게 

된다. 이를 해석모델에서 정확히 작성하기 어렵워 실제 시편과 해석모델 간의 차이가 

큰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위 약 0.3 mm 까지는 비교적 

잘 예측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형상최적화 및 형상개선을 하기 위한 결과예측에는 

본 해석모델을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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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새 이중판노즐형 지지격자 스프링의 유한요소 해석결과와 

특성시험 결과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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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격자체 좌굴해석기술

  가. 개요

후보모형 격자체에 대해 시험 뿐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시험결과를 모사할 수 있

는 해석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상용 유한요소 해석코드를 사용하여 해석모델을 작성하

고 이의 해석 결과를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은 3차원 쉘(shell)을 사용하여 I-DEAS로 작성하 고, 이를 해석을 위해 

ABAQUS로 변환하여 해석 입력파일을 작성하 다.

  나. 해석절차 및 방법

격자체의 해석모델은 크게는 지지격자 지지부의 해석모델을 작성하는 것과 다르

지 않으며, 다만 좌굴시험에서 압축방향의 변위를 가하고 이에 대한 하중을 얻도록 시

험방법을 설정하 으므로 구조물 상부에 크로스 헤드렝 해당하는 강체를 모델링하고 

이 강체에 변위를 가하고 강체의 한 절점에서의 반력(reaction force)을 얻는 방법으

로 해석절차를 수립하 다.

  다. 해석모델 및 결과

   (1) 후보모형 지지격자(초기 H형 스프링 부착 지지격자)

    (가) 유한요소 해석모델

그림 5.2.1에는 후보모형 지지격자 중 하나인 초기 H형 스프링이 부착된 부분격

자 체의 해석모델을 나타내었다. 스프링의 해석을 위해 작성한 유한요소 모델과 마찬

가지로 격자체 구조물은 4절점을 갖는 쉘요소로 모델을 작성하 고, 이 구조물의 상․

하부에는 강체를 모델링하여 하부의 강체는 고정(fixed condition)하 고, 상부의 강

체는 연직방향의 변위 만을 가할 수 있도록 경계조건을 설정하 다.

격자판 간의 연결은 용접 비드에 해당하는 6개 절점들을 하나의 강체요소(rigid 

element)로 묶었고, 구조물의 상단 면은 강체면과의 접촉을 정의하 다. 첫 번째 해석

스텝(step)에서는 엄 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겹침을 제거하는 해석단계(shrink 

fit)를 수행하고 두 번째 해석단계에서는 강체 면의 절점에 시험에서와 동일한 변위를 

정의하 다. 출력은 강체면 중앙 절점에서의 반력을 구하 고, 이는 구조물에 가한 변

위로 인해 구조물이 받게 되는 정하중과 등가의 하중을 나타내므로 이를 강체 중앙절

점 대 반력은 변위 대 하중선도와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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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석결과

지지격자 스프링과 마찬가지로 격자체에 대해 시험결과를 모사할 수 있는 해석모

델을 정립하기 위해 도출된 후보모형 격자체에 대해 비선형 정적 좌굴해석을 위한 유

한요소 모델을 작성하고 그 해석결과를 시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모델의 타당성을 검

증하 다. H형 격자체 및 이중판 격자체에 대해 비선형 정적 좌굴해석을 수행한 결과

들이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다(그림 5.2.2 참조).

격자체 강성(표 5.2.1)은 하중 대 변위선도에서 선형으로 간주되는 부분만을 선

형보간(linear curve fitting)한 값을 취하 다. 강성 결과는 연결부의 모델링 및 하

중 작용면적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현재 3×3셍 부분 격자체 시편은 용접을 

위해 돌출된 부분에 의해 하중 증가곡선이 불균일하여 이로 인해 해석결과와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위 대 반력이 안정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임계 좌굴강도에는 큰 변화

가 없으며, 이 임계치가 시험을 통해 얻은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석절차 및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표 5.2.1 후보모형 부분 격자체의 정적 좌굴해석 결과비교

구   분 정적 좌굴시험 유한요소 해석 차이(%)

임계 좌굴강도(N) 4402 4497 2.2

정적 강성(N/mm) 20488 27124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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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후보모형 부분 격자체(초기 H형)의 유한요소 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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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후보모형 부분 격자체(초기 H형)의 정적 좌굴해석 결과와

특성시험 결과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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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후보모형 지지격자(이중판형 지지격자)

    (가) 유한요소 해석모델

그림 5.2.3에는 후보모형 지지격자 중 하나인 이중판 부분 격자체의 해석모델을 

나타내었다. 해석모델 및 경계조건은 초기 H형 스프링이 부착된 지지격자와 동일하다.

    (나) 해석결과

지지격자 스프링과 마찬가지로 격자체에 대해 시험결과를 모사할 수 있는 해석모

델을 정립하기 위해 도출된 후보모형 격자체에 대해 비선형 정적 좌굴해석을 위한 유

한요소 모델을 작성하고 그 해석결과를 시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모델의 타당성을 검

증하 다. H형 격자체 및 이중판 격자체에 대해 비선형 정적 좌굴해석을 수행한 결과

들이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다(그림 5.2.4 참조).

격자체 강성은 하중 대 변위선도에서 선형으로 간주되는 부분만을 선형보간

(linear curve fitting)한 값을 취하 다. 강성 결과는 연결부의 모델링 및 하중 작용

면적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현재 3×3셍 부분 격자체 시편은 용접을 위해 돌

출된 부분에 의해 하중 증가곡선이 불균일하여 이로 인해 해석결과와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위 대 반력이 안정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임계 좌굴강도에는 큰 변화

가 없으며, 이 임계치가 시험을 통해 얻은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석절차 및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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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후보모형 부분 격자체(이중판형)의 유한요소 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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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후보모형 부분 격자체(이중판형)의 정적 좌굴해석 결과와

특성시험 결과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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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격자체 충격해석기술

  가. 개요

최종모형 격자체에 대해 시험 뿐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시험결과를 모사할 수 있

는 해석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상용 유한요소 해석코드를 사용하여 해석모델을 작성하

고 이의 해석 결과를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은 3차원 쉘(shell)을 사용하여 I-DEAS로 작성하 고, 이를 해석을 위해 

ABAQUS/explicit로 변환하여 해석 입력파일을 작성하 다.

  나. 해석절차 및 방법

격자체의 충격해석 모델은 격자체의 정적 좌굴해석 위해 모델을 작성하는 것과 

구조물 자체는 다르지 않으며, 다만 정적 좌굴해석과는 달리 충격해석은 동하중(충돌

속도 및 가속도)이 작용하게 되므로 구조물 상부에 위치한 강체 면이 일정한 속도를 

갖고 구조물에 충돌하는 과정을 모사하고 해석결과는 강체 면의 중앙절점에서의 충격

가속도 및 충격력을 얻도록 해석절차를 수립하 다. 또한 정적 좌굴해석은 해석시간이 

비교적 짧으나 동해석은 그 해석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구조물의 해석모델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불필요하게 모델의 메쉬가 작게 되면 그 해석시간이 급격하게 

증대되므로 초기 단일 셀을 적용하여 모델을 위한 메쉬의 크기를 결정한 후 이를 원하

는 셀의 수로 확장하여야 효율적인 해석을 수행할 수가 있다.

  다. 해석모델 및 결과

   (1) 최적화 H형 격자체

    (가) 5×5셀 부분 격자체

그림 5.3.1에는 최종모형중 하나인 최적화 H형 5×5셀 부분 격자체의 해석모델을 

나타내었다. 해석모델의 작성은 후보모형 격자체의 작성절차와 동일하게 하 다. 구조

물은 쉘요소를 사용하 고, 상․하단의 강체 면은 강체요소, 그리고 상단 강체 면에는 

해머의 질량에 해당하는 질량요소를 사용하 다. 하단의 강체 면은 고정조건을 적용하

고, 외부하중은 상단의 강체 면 중앙절점에 초기속도를 정의하고 이 강체 면이 구조

물에 수직방향으로 충돌하도록 하 다.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구한 최적화 H형 부분 격자체의 임계 충격속도는 0.2 m/s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계 충격가속도는 289.8 m/s
2
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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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최적화 H형 5×5셀 부분 격자체의 유한요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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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최적화 H형 5×5셀 부분격자체의 충격해석 결과와

충격시험 결과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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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8×8셀 부분 격자체

그림 5.3.3에는 최종모형중 하나인 최적화 H형 8×8셀 부분 격자체의 해석모델을 

나타내었다. 해석모델의 작성은 부분 격자체 해석모델의 방법과 동일하다. 여기서 5×

5셀 부분 격자체와 다른 점은 8×8셀 부분 격자체의 경우 안내관에 의한 향을 파악

하고자 중앙 및 외곽에 안내관을 모델링하 다. 안내관과 격자체 판들 간에는 접촉 면

을 정의하 으며, 안내관의 상․하부에는 네 면을 둘러 점용접을 수행하 으므로 이들 

위치에 있는 절점들을 서로 빔 요소(beam element)로 모델링하여 줌으로써 용접을 모

사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5.3.3 최적화 H형 8×8셀 부분 격자체 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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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6×16셀 전체 격자체

그림 5.3.4에는 최종모형중 하나인 최적화 H형 16×16셀 전체 격자체의 해석모델

을 나타내었다. 해석모델의 작성은 8×8셀 부분 격자체와 마찬가지로 내부격자판 외부

격자판 및 안내관으로 실제 지지격자와 동일하도록 모델링하 다. 내부격자판과 외부

격자판 간의 연결은 내부격자판과 외부격자판이 끼워지고 외부에서 한 슬릿에서 상부

와 하부에 레이저로 시임용접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들 절점들을 그룹으로 묶어 강

체요소로 정의하 다. 내부격자판 간의 연결은 상․하부의 점용접은 부분 격자체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 으며, 격자판들이 서로 일체(one body)가 아닌 점

을 고려하여 다중 구속조건(multi point constraints)을 적용하여 해석모델을 작성하

다. 각 판의 메쉬는 해석시간을 고려하여 판들 간에 연결을 제외한 모든 면들을 자

유 메쉬(free mesh)를 적용하여 가능한 절점 및 요소 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5.3.4 최적화 H형 전체 격자체 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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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새 이중판노즐형 격자체

    (가) 5×5셀 부분 격자체

그림 5.3.5에는 최종모형중 하나인 새 이중판노즐형 5×5셀 부분 격자체의 해석

모델을 나타내었다. 해석모델의 작성은 후보모형 격자체의 작성절차와 동일하게 하

다. 구조물은 쉘요소를 사용하 고, 상․하단의 강체 면은 강체요소, 그리고 상단 강

체 면에는 해머의 질량에 해당하는 질량요소를 사용하 다. 하단의 강체 면은 고정조

건을 적용하 고, 외부하중은 상단의 강체 면 중앙절점에 초기속도를 정의하고 이 강

체 면이 구조물에 수직방향으로 충돌하도록 하 다.

그림 5.3.6은 구조물을 단순화 모델(격자판 간의 연결을 하나의 부품으로 모델)

을 사용하여 초기 충돌속도 대 최대 충격가속도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격자판 간의 연결을 하나의 부품(one body)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구

조물의 강성이 실제 시편에 비해 과도하게 커져 임계 충격강도는 크게 예측하며, 따라

서 충격 유지시간(duration)은 상당히 짧아지게 된다. 이 그림에서 임계 충격가속도는 

597.5 m/s
2이었으며, 임계 충격속도는 0.5 m/s로 나타났다.

그림 5.3.7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격자판 간의 연결을 실제와 동일하도

록 격자판 간의 연결을 위한 슬릿을 그대로 모델링하고 이들의 연결을 위해 상․하부

에 용접을 모델링하고 슬릿에 존재하는 절점들은 그 자유도를 구속하지 않는 MPC모델

을 사용하여 얻은 동일한 결과이다. 이렇게 하면 구조물의 강성은 실제와 보다 근접하

게 되어 임계 충격강도를 시험을 통해 얻은 결과와 유사한 값을 얻을 수 있고, 충격 

유지시간도 시험결과와 보다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그림에서 임계 충격가속도는 

379.1 m/s2이었으며, 임계 충격속도는 단순화 모델을 사용한 결과와 동일한 0.5 m/s로 

나타났다. 그림 5.3.8은 이러한 가속도 결과에 해머의 질량을 곱해 얻은 충격력 결과

이다. 

충격시험 결과와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얻은 초기 충돌속도 0.5 m/s에서의 최대 

충격가속도 이력(history)을 그림 5.3.9에 나타내었다. 비록 가속도 이력이 시험을 통

한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진 않으나 최대 충격가속도나 충격 유지시간은 시험을 통한 

결과와 상당히 유사하 다.

이러한 시험결과와 유한요소 해석결과가 서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실제 모델의 

경우 아무리 엄 히 제조하 다 하더라도 격자체 내부에는 제조 불균일이 엄연히 존재

하게 되어 이러한 불균일성은 임계치 변화에 상당한 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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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충격특성을 파악할 때 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해석모델은 기하학적 및 재질에 대한 불균일성이 전혀 없으며, 시험을 통

해 발생하는 에러를 전혀 배제할 수 있어 두 방법간의 차이는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유한요소 해석결과가 시험결과를 비교적 잘 예측하고 있으며, 충격가속도

의 전체적인 이력도 유사한 것으로 미루어 해석방법 및 절차는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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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sometric (b) front

그림 5.3.5 새 이중판노즐형 5×5셀 부분 격자체의 충격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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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 단순화 모델을 사용한 새 이중판노즐형 5×5셀 부분 격자체의

충돌속도 대 최대 충격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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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7 MPC모델을 사용한 새 이중판노즐형 5×5셀 부분 격자체의

충돌속도 대 최대 충격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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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8 새 이중판노즐형 5×5셀 부분 격자체의 임계 충격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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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9 해석모델에 따른 새 이중판노즐형 5×5셀 부분 격자체의

최대 충격가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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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8×8셀 부분 격자체

그림 5.3.10에는 최종모형중 하나인 새 이중판노즐형 8×8셀 부분 격자체의 해석

모델을 나타내었다. 해석모델 및 사용 경계조건의 적용은 이전 해석모델의 작성방법과 

동일하다. 단지 이전의 해석모델을 통해 모델에 대해서는 검증을 완료하 기 때문에 

본 8×8셀 부분 격자체에 대해서는 단순화 모델을 작성하지 않고 MPC모델만을 작성하

여 이를 해석에 사용하 다.

그림 5.3.11은 MPC모델을 사용하여 얻은 충격가속도 결과이다. 이 그림에서 임계 

충격가속도는 243.0 m/s2이었으며, 임계 충격속도는 5×5셀 격자체와 마찬가지로 0.5 

m/s로 나타났다. 격자체의 임계 충격속도는 초기 충돌속도를 세분해 해석을 수행하여

야 정확한 값을 알 수 있지만 현재 동일한 형상의 부분 격자체에선 임계 충격속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림 5.3.12에는 1/4격자체의 안내관(외부 및 중앙)을 용접한 모델과 안내관이 

없는 경우의 해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안내관의 유무가 임계 충격속

도에 크게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안내관의 변형 이전에 연료

봉 셀에서 과도한 소성변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인해 격자체 셀 내부에는 국부적 좌

굴이 이미 발생하여 진행하고 있어 안내관에 의한 향이 격자체 좌굴을 지배하지는 

않다고 판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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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2 안내관의 유무에 따른 초기 충돌속도 0.5 m/s에서의

충돌방향 가속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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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료봉의 진동해석기술 연구

  가. 서론

경수로용 핵연료집합체의 핵연료봉에는 냉각수의 유동으로 유기되는 진동(유체유

발진동:Flow Induced Vibration: FIV)이 발생한다. 이러한 진동은 핵연료봉과 핵연료

봉을 지지하는 지지격자(스프링과 딤플) 사이에 상대운동을 발생시켜서 프레팅 마멸을 

일으키고 드물게는 핵연료봉에 구멍을 내는 손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유체유발

진동에 의한 프레팅 마멸 현상은 원천적으로 제거되지 않고, 손상 방지에 대한 엄 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지격자를 실용화하는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핵연료봉을 지지하는 

성능에 대한 검증시험을 수행한다. 핵연료봉의 유체유발진동현상은 지지격자 스프링과 

딤플에 의해 연속지지된 보(Beam)인 연료봉에 발생하는 진동현상으로, 원자로에서 발

생하는 중대역(∼50 Hz) 진동원에 의한 힘기인 랜덤진동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5.4.1, 5.4.2]. 핵연료봉은 이러한 진동원중 자신의 고유진동수와 일치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반응하여 진동한다. 이런 이유로 핵연료봉의 고유진동수와 모드형상을 이해

하는 것은 핵연료봉의 축류유체유발진동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겠

다. 

핵연료봉의 진동특성은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격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

지격자를 개발할 때 반드시 이러한 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체유발진동에 의한 프

레팅 마멸손상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지지격자를 개발한다는 것은 핵연료봉을 지지하

는 스프링과 딤플의 형상을 결정하는 일이다. 프레팅 마멸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

해서 지지격자 스프링과 딤플의 스프링강성을 낮추고 핵연료봉과의 접촉면적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지지격자는 상용 

지지격자에 비하여 스프링 강성이 낮고 핵연료봉을 감싸는 형태로 스프링과 딤플의 접

촉형상이 개선되었다. 

지지격자 스프링으로 지지된 연료봉의 진동특성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

지격자로 지지된 실제 연료봉에 의한 모달시험(modal testing)이다. 그렇지만 시행착

오가 많은 개발 초기에 시편을 만들어 시험을 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바람

직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지지격자로 지지된 핵연료봉에 대한 유한요소해석모델을 개

발하여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시험을 대체할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

다[3.3.2]. 최근에 최적화 H형(Optimized H type)과 새 이중판(New Doublet) 지지격자

로 지지된 연료봉의 진동시험[5.4.5]을 수행하 다. 시험결과 새 이중판으로 지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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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에서 높은 고유진동수를 얻었으나, 해석결과는 최적화 H형으로 지지된 경우에서 

더 높은 고유진동수를 얻었을 뿐아니라 해석과 시험결과의 차이도 컸다. 

그 동안 사용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은 지지격자의 스프링(spring)과 딤플(dimple)

을 단순한 스프링 요소로 모델링하 다. 그렇지만 새 이중판 지지격자의 스프링은 연

료봉과 큰 면접촉을 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점 접촉하는 2차원 스프링

으로 모델링하는 기존의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개

선된 유한요소 모델은 접촉해석을 연계하여 진동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두 단계의 

해석 절차를 밟는다. 

본 연구는 그동안 개발되어온 여러 지지격자들 중에서 기계적, 구조적 성능이 우

수한 것으로 평가된 새 이중판 지지격자 스프링으로 지지된 연료봉의 유한요소 해석모

델의 개발에 관한 것과 이를 이용하여 수행한 해석과 진동특성시험에 관한 것이다. 유

한요소 진동해석은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5.4.3]를 사용하 으며, 기

하학적 형상 모델링, 절점 및 요소의 생성에 I-DEAS[5.4.4]를 사용하 다. 또한 진동

시험의 수행 및 해석과 시험 결과의 비교/분석은 I-DEAS의 시험모듈인 TDAS 프로그램

을 사용하 다. 

  나. 기존의 단순한 유한요소 모델

보와 스프링 요소를 이용한 단순모델에서 연료봉은 2절점 선형 요소(B21)를 이용

하여 모델링하 고, 지지격자 스프링은 2D 스프링 요소(SPRINGA)를 사용하 다. 그림 

5.4.1은 양단이 스프링으로 지지된 연료봉의 진동해석을 위한 스프링부의 단순모델에 대한 개념

도로서, SS는 단순지지, S1은 접촉부를 하나의 단순 스프링으로 고려한 경우이고, S2와 S3는 각

각 2개와 3개의 스프링으로 모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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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접촉해석이 연계된 모델

새 이중판 지지격자 스프링으로 지지된 연료봉의 진동해석을 위한 모델은 3차원 

곡면을 갖는 이중판 지지격자 스프링의 기하학적 형상을 최대한 반 하도록 쉘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하 다. 단순모델과 마찬가지로 기하학적 모델 및 요소의 생성은 

I-DEAS로, 해석은 ABAQUS을 이용하 다. 해석절차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접촉해석이 선 수행된 후 모달해석이 수행되도록 하 다. 그림 5.4.2의 (a)는 

연료봉과 스프링의 접촉부분을 4절점 탄소성 쉘요소(S4R)로 나타낸 상세도이고, (b)는 

연료봉과 스프링의 접촉거리(contact distance)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연료봉이 

지지격자체에 삽입되면 스프링은 한쪽 접촉면에 대하여 약 0.15mm가 눌리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접촉해석은 접촉거리를 초기 간섭량으로 하고, 연료봉을 MASTER, 

스프링을 SLAVE로하여 접촉면을 지정하고, 두 접촉면 사이의 미끄럼 문제를 푸는 

*CONTACT INTERFERENCE, SHRINK 기능을 사용하 다. 모델에서의 경계조건으로는 

스프링의 양 경계에 대하여 연료봉의 길이방향으로 회전을 제외한 모든 자유도를 

구속하 다. 또한 연료봉의 한쪽 방향으로의 모드만을 살펴보기 위하여 좌우방향의 

변위를 구속하 다.

(a) 접촉부의 상세

그림 5.4.2 스프링과 딤플의 유한요소 

(b) 접촉 거리

 모델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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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3 접촉거리의 변화에 따른 스프링 표면에서의 응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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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접촉해석을 연계한 모델의 접촉응력

모달해석의 전 단계에서 수행된 접촉해석을 통한 응력결과로부터 해석이 정확히 

수행되었는가를 평가하 다. 그림 5.4.3은 단일스팬 모델의 접촉거리 변화에 따른 새 

이중판 스프링과 연료봉에서의 접촉해석 결과인 최대응력강도(stress intensity)로서 

접촉표면에서의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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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4 접촉길이가 0.15mm인 경우 스프링의 응력 분포

설계값인 0.15mm의 접촉거리를 갖는 경우에 연료봉과 지지격자의 접촉부에서 각

각 16.7MPa (Node #159)과 246.3MPa (Node #5298)의 응력이 작용하 다. 최대응력이 

발생하는 부위는 접촉거리가 짧을때는 초기 접촉점 근처가 되지만, 접촉거리가 길어지

면서 응력은 스프링과 봉에 넓게 분포되는 결과를 보 다. 연료봉은 스프링에 비해 상

대적으로 작은 응력이 작용하며, 새 이중판 스프링은 변형이 크기 때문에 응력도 마찬

가지로 크게 발생하지만, 재질인 Zircaloy-4의 항복응력이 344.3MPa임을 고려할 때 약 

0.3mm이내의 접촉거리에서는 안전한 응력범위내에서 탄성거동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응력해석 결과는 기존의 다른 스프링에 대한 해석 결과들[5.4.7]과  근사

한 범위 내에 일치하 다. 접촉길이가 0.15mm 인 경우 접촉해석으로 얻은 스프링의 응력분포

를 그림 5.4.4에 나타내었다. 

    (1.3) 고유진동수 및 모드형상

단일스팬 모델에 대한 진동시험, 단순모델과 접촉모델을 통해 얻어진 5차까지의 

고유진동수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5.4.3과 같다. 

진동시험을 통해 얻어진 1차 고유진동수는 57.77Hz 이었다. 반면 단순모델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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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해내지 못하 기 때문에 표 5.4.4에 해당 고유진동수를 나타내지 못하 다. 단일

스팬의 경우와 같이 고유진동수의 개선은 현저하 다. 1차 고유진동수의 경우, 단순모

델과 시험결과의 상당히 큰 오차가 접촉모델을 사용한 경우 2% 내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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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7 접촉모델과 시험의 모달신뢰기준

또한, 고차 모드에서의 고유진동수도 시험결과와 8%이내의 오차범위로 줄어들었

다. 그림 5.4.7은 모달신뢰기준을, 그림 5.4.8은 실험으로 얻은 모드형상을, 그리고 

그림 5.4.9는 접촉해석 모델로 얻은 모드형상을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5.4.8과 5.4.9를 비교할 때 전체적인 모드의 거동은 시험과 해석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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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8 실험 모드형상

0.0             0.2              0.4              0.6              0.8             1.0

Relative Length

128.18 Hzmode 5

NDP75-A

mode 4

51.06 Hzmode 3

mode 2 49.25 Hz

mode 1 47.04 Hz

그림 5.4.9 접촉모델 모드형상

  마. 결론

새 이중판 지지격자 스프링과 같이 연료봉과 면접촉을 하는 지지격자의 진동해석

에서 지지격자 스프링을 단순히 2 절점 2-D 스프링으로 모델링하면 고유진동수를 예측

하는데 있어서 많은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반면, 접촉해석을 연계한 유한요소모델은 

고유진동수를 예측하는데 높은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모드형상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두 모델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접촉해석을 연계한 모

델을 사용해도 모드형상의 예측치가 개선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 도 있으나, 모

드형상만은 단순한 모델만으로도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접촉해석을 연계하는 모델의 경우 모델준비(Preprocessing)에 많

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결과의 신뢰성을 감안하면 아무런 장애가 되지않는

다. 또한 최근의 범용코드의 비약적인 발달로 모델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

을 뿐 아니라 계산시간도 현저히 빨라진 점을 감안하면 단일연료봉의 해석만큼은 접촉

해석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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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분집합체의 진동해석 기술

핵연료봉은 가해진 힘에 따라 진동특성이 변하는 비선형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

난 연구[5.5.1]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이것은 비선형 지지격자 스프링으로 연속 지지

되어 있는 이유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원자로내 유체유발진동원과 같이 핵연료봉을 진동시키는 힘이 작은 경우 연료봉은 선

형성을 갖는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조건이 단순한 단일 연료봉에 대한 실험 

및 해석한 결과의 차이는 거의 없다[3.3.2]. 한편 핵연료봉은 낱개가 아닌 다발 형태

로 묶여서 사용되기 때문에 다발형태에서 해석 및 실험이 이루어 져야 하므로 전체 다

발의 진동모드와 핵연료봉의 진동모드가 서로에 미치는 향의 정도를 가늠하고, 그러

한 전체모드와 개별모드의 분리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핵연료봉 

낱개에 대한 진동해석 및 실험은 지지격자를 고정하고, 고정된 지지격자 내에서 스프

링이 상,하 방향으로 만 동작한다고 가정한다. 반면, 전체 다발의 진동현상은 지지격

자가 고정되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다발에 대한 진동해석 및 

실험으로부터 핵연료봉 낱개에 대한 결과를 떼어낸다 하여도 핵연료봉 낱개에 대한 진

동해석 및 실험 때와 동일한 경계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선 3절 4.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핵연료봉의 유체유발진동연구를 위한 유동 Loop

가 제작되었다. 이 Loop는 경제적인 이유와 활용도를 고려하여 전체 핵연료집합체를 

시험할 정도로 큰 규모가 아니라 5×5 크기의 부분집합체를 수용할 수 있는 작은 규모

의 시험시설이다. 이 시험시설에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5×5 크기의 부분집합체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먼저 모의 연료봉과 안내관의 개수 및 배치를 결정해야 

한다. 어림적으로 25개인 시험봉의 개수로 판단하면 전체 핵연료집합체의 1/10 규모이

기 때문에 안내관도 2~3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안내관으로 모사되는 관은 

시험 Loop내에 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내관의 배치가 Test Section(시험 단면)의 

상, 하 부분의 설계에 반 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동 Loop 전체의 진동현상을 파악하

기 위한 기초로, 부분 시험집합체의 사전 진동 해석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분집합체의 진동해석을 통하여 집합체와 단일봉의 진동모드가 분리

되어지는 지의 여부, 이에 따라 현재까지 수행한 단일 연료봉의 진동연구에 대한 타당

성을 파악하고, 부분 모의집합체의 안내관 개수와 위치 등을 사전에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한 진동해석과 또한, 이러한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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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유한요소 해석은 현재까지 당 분야에서 수행한 방법과 동일하게 I-DEAS[5.5.2]

로 3차원 모델을 만들고 요소분할 후 ABAQUS[5.5.3]로 파일을 변환하여 수행되었다.

  가. 유한요소해석 모델

부분 핵연료집합체는 I-DEAS[3] Master Modeler를 이용하여 3차원 모델로 만들어 

진 후, 요소 분할되어 그림 5.5.1과 같이 5×5 부분핵연료집합체의 유한요소모델로 만

들어 졌다.

그림 5.5.1 부분핵연료집합체의 유한요소 모델

지지격자 판은 높이가 35 mm 두께가 0.457 mm로 하여 실제 지지격자 제조로 사용

되는 판과 동일한 치수가 되도록 하 으며, 실제 16×16 이나 17×17 핵연료의 단일 

셀(피치)인 12.8mm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지격자를 구성하 고, 지지격자 판의 요소 

크기는 단일 셀(피치)의 반인 6.4 mm가 되도록 하 으나, 높이나 두께 방향으로는 1개

의 요소만으로 모델링 하 다. 따라서 하나의 지지격자는 가로 50개, 세로 50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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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의 요소로 분할되었다. I-DEAS에서 ABAQUS로 파일 변환된 후 지지격자 판은 

ABAQUS에서 지원하는 3차원 보 요소(B33)로 모델링 되었다. 한편 지지격자 판의 단일

셀의 중앙에 스프링요소를 부착하고 이 스프링의 다른 끝 부분이 핵연료봉으로 모사되

는 요소의 절점과 만나도록 하 다. 지지격자 스프링은 ABAQUS의 SPRINGA요소로 모델

되었다. 모의 연료봉의 요소로 3차원 보 요소(B33)가 사용되었고, 보의 단면으로 피복

관의 치수를 준용할 수 있는 PIPE 형상이 사용되었다. 핵연료봉 내에 들어가는 UO2 소

결체는 핵연료봉 자체의 강성에 거의 향을 주지않지만 핵연료봉의 도를 상당히 높

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석 용으로 사용하는 모의 연료봉의 경우도 피복관과 동

일한 치수를 적용하되 납의 도를 고려하여 실제 피복관의 도보다 큰 도로 모사

되었다. 핵연료봉은 최하단 지지격자 아래로 2개의 요소, 그 위쪽 첫 번째와 두 번째 

지지격자 사이에 20개 요소, 그 상부의 지지격자 사이에  각 24개의 요소, 그리고 최

상부 지지격자와 봉의 끝 부분사이에 2개의 요소 등, 하나의 연료봉 당 총 96개의 요

소를 사용하여 모델링되었다. 핵연료봉과 지지격자 스프링, 그리고 지지격자가 요소분

할된 모습은 다음의 그림 5.5.2와 같다.

그림 5.5.2 지지격자판과 스프링의 유한요소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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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5.5.30에 도시된 바와 같이 7차 모드는 지금 까지 고찰한 모드와 성

격이 다른 모드로서 부분 집합체와 연료봉이 연성된(Coupled)모드로 판단되었다. 

평면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분 집합체의 회전모드와 연료봉의 일차 진동모드가 

결합된 형태의 진동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모드의 고유진동수는 26.434 Hz를 나타내

었다.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모드는 회전모드이기 때문에 앞선 모드와 같

이 쌍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안내관이 4개인 7차 모드와 그림 5.5.9에 나타낸 안내관

이 하나인 경우의 7차 모드(25.488 Hz)는 유사한 모드이나, 안내관이 4개인 경우 강성

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지지격자의 회전 변위량이 작고, 고유진동수도 작다. 연료

봉은 안내관이 하나일 때와 동일하게 봉의 일차모드로 판단된다.

8차 모드부터 10차 모드에 걸쳐서 나타나는 모드들은 부분 집합체의 모드와 연료

봉의 모드가 약하게 연성된 모드로서 연료봉은 일차 진동모드이며, 부분집합체는 약하

게 떠는 정도의 모드로 판단된다. 이때의 고유진동수는 26.523 Hz에서 26.610 Hz 범위

의 값을 나타내었다. 

11차 모드부터 계속 나타나는 모드들은 완전한 연료봉의 일차 모드들로서 연료봉

의 개수가 21개나 되고 부분 집합체가 두 축 방향으로 대칭성을 갖기 때문에 그 이상 

상당히 많은 모드들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모드는 표 5.5.3에 나타난 바와 같

이 11차 모드 이후로부터 46차 모드로서, 단일봉만으로 모델링하여 계산된 고유진동수 

26.639 Hz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46차 모드 이후부터 다시 부분집합체의 진동모드가 나타나기 시작하 다. 48차 

모드는 47차 모드와 동일한 모드로 판단되며, 앞선 집합체 모드와 같이 설정된 두 축

의 대각선 방향으로 진동변위가 나타났다. 49차 모드와 50차 모드는 부분집합체 회전

모드와 연료봉의 2차 진동모드가 약하게 연성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고유

진동수는 33.453 Hz 및 34.053 Hz로 계산되었다. 

  라. 안내관이 두 개인 경우의 진동해석

중앙에 두개의 안내관(GT)을 배치하는 경우 설정된 Y 및 Z 축을 기준으로 부분집

합체의 단면에 대칭성을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아래의 그림 5.5.31과 같이 안내관을 

배열하 다.

해석에서 사용한 경계조건은 앞선 해석과 동일하게 안내관의 상,하 끝부분의 절

점을 완전히 고정한 Fixed-Fixed로 하 다. 해석으로 얻어진 고유진동수를 190차까지 

정리하면 다음의 표 5.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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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차에, 다음 년도에 수행할 연구 계획에 따라 부분집합체를 제작하고 시험할 예정으

로 있어서 기왕이면 금번에, 비록 상,하단 고정체가 빠지기는 했지만, 핵연료봉과 지

지격자를 마찰요소로 묶는 기존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네 방향에서 지지격자 스프링으

로 지지된 연료봉 형태 그대로를 모델함으로서 비교적 근사한 유한요소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하 다. 이러한 모델링 방법은 상용 핵연료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

만 요소의 수가 너무 많아짐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번과 같이 5×5 부분집합체로 

전체를 모델링하여 해석한 후 이에 상응하는 간략화 모델로 점차 단순화 해나가는 것

도 바람직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1차 모드는 안내관이 배치된 대각선 축의 직각방향으로 흔들리는 진동모드로서 

부분집합체의 길이 방향으로 보면 반파가 완전한 일차 보 진동 모드로 나타났다. 2차 

모드는 안내관이 배치된 방향의 축으로 변위가 발생하 지만 앞선 두 경우와 다르게 

일차모드와 동일한 고유진동수를 갖지는 않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안내관

이 배열된 단면이 대칭을 이루지 않기 때문이다. 3차 및 4차 진동모드는 보의 2차 모

드로서 길이방향으로 완전한 완파가 나타났다. 길이방향으로 하나의 완파와 반파가 나

타나는 보의 3차 모드는 부분집합체의 5차 및 6차 모드에 해당된다. 이 때 고유진동수

의 차는 3차와 4차의 차보다 작았으며, 3차와 4차 고유진동수의 차는 1차와 2차의 차

보다 작았다. 안내관이 두개인 경우도 단면의 회전진동모드가 7차 진동모드에서 나타

났으며, 이때부터 연료봉의 1차 진동모드가 강하게 연성되기 시작하여 13차 모드부터

는 완전한 연료봉의 일차 모드가 나타났고, 이러한 연료봉의 1차 모드는 부분집합체 

50차 모드까지 계속되었다. 51차∼59차 진동모드는 부분집합체의 고차 모드이고 그 이

후 60차∼96차 진동모드는 연료봉의 2차 모드가 나타나는 구간이었다. 97차 모드부터 

106차 모드는 다시 나타나는 부분집합체의 고차 모드이며, 그 후 107차부터 142차까지 

연료봉의 3차 진동모드가 나타났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한 모드가 번갈아 나

타나는 현상은 이 번 연구에서 확인한 200차 모드 이후까지 계속되었다. 즉  집합체모

드가 나타나고, 서서히 연료봉 모드가 연성되다가 완전한 연료봉 모드가 나타나고, 그 

후 다시 집합체모드가 나타나다가 연료봉의 고차모드와 연성되다가 또 다시 완전한 연

료봉의 고차모드가 나타나는 현상이 계속하여 반복되었다. 

비교적 근사한 모델로 믿어지는 연료봉 집합체에 대한 유한요소모델의 계산 결과

는 실험으로 그 타당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조심스럽게 참고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실 예로 계산된 안내관의 개수와 위치에 따라 분류된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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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전체 집합체의 진동모드와 연료봉의 진동모드가 분리되어 

나타남을 확인하 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는 단일 연료봉의 진동연구 및 유

체유발진동 연구는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보다 확실한 증거를 갖기 위해서는 집합체

의 연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림 5.6.1 변위 PSD 대 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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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연료봉 FIV 해석 기술

   가. 서론

가압 경수로의 핵연료에는 냉각수 유동에 의한 유체유발진동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일종의 열교환기인 핵연료봉 주위로 냉각재인 물이 가압된 상태에서 빠

른 속도로 유동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원자로의 냉각재는 핵연료봉의 축방향으로 흐르

기 때문에 횡방향으로 흐르는 유동에 의한 진동현상과 구분하기 위하여 축류유체유발

진동이라고 불리운다. 축류유체 유동에 의해 봉에 발생하는 진동에 대한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Quinn, Burgreen 등에 의해 주장된 자려진동

(self-excited vibration) 모델, 둘째, Reavis, Gorman등에 의해 주장되어 Chen등에 

의해 꽃을 피운 강제진동(forced vibration) 모델, 그리고 Y.N. Chen에 의해 주장된 

변수여기(parametric excitation) 모델 등이 그것이다. 핵연료봉의 경우는 강제진동

(힘기인진동)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5.4.1]. 힘기인 진동모델은 핵연

료봉 주위를 흐르는 냉각재의 유동에 의해 핵연료봉 표면에 형성되는 난류경계층 내의 

압력섭동(pressure fluctuation)을 연료봉의 가진력으로 보고 이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핵연료봉의 운동방정식 중 유체에 

의해 발생하는 힘에 의한 항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압력섭동에 관한 데이터를 실험에 

의해 직접 얻거나, 앞선 연구자가 제시한 실험데이터를 이용하고, 핵연료봉의 고유치 

문제를 따로 풀어서 결합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핵연료부품의 개발단계에서 기존의 유동 데이터를 이용하여 핵연료봉의 대략적

인 진동특성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Chen과 Kanazawa가 그들의 연구

에 이용한 Wambsganss의 유동 데이터[5.6.1]에 의하면, 봉 표면에 발생하는 PSD는 그

림 5.6.1과 같이 저 주파수대역에서 상당히 크다.

Fig. 1은 Wambsganss의 실험 데이터를 봉의 고유진동수 대비로 변환한 후 도시한 

그림이다.

핵연료봉은 지지격자 스프링으로 연속 지지되어있다. 이렇게 연속 지지된 핵연료

봉의 진동모드를 구하고 이 진동모드를 하나의 스팬(어느 구간이든 상관없음)에서 살

펴보면, 최 저차 모드에서 반파가 나타난 후 고차 모드로 가면서 완파, 세계의 반파, 

2개의 완파 등과 같이 변해가게 된다. 따라서 유체유발진동모델을 개발할 때 연속보 

형태를 전부 고려할 필요 없이 하나의 스팬만을 고려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론

모델의 경우 수학적인 표현의 한계로 스팬만 하나가 아니라 양 끝을 지지하는 경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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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도 단순지지와 완전고정 등 단순한 2가지만이 고려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따라

서 이와 같은 이론 모델을 핵연료봉과 같이 지지격자 스프링으로 지지된 경우에 직접 

적용하기 곤란할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본 연구는 단일 스팬의 단순 경계조건을 스프

링 경계조건으로 모델을 확장한 후 단순지지 모델과 스프링지지의 모델을 비교해 보고

자 한 것이다.

   나. 수학적인 모델과 수치계산

핵연료봉과 같은 보의 유체유발진동해석을 위한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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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 f
 : 실린더에 의해 배제된 유체의 질량

M   : 실린더의 무게+유체의 무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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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섬감쇠 항[5.6.3]

축류유동장에 놓여있는양 끝이 굽힙 스프링으로 지지된 질량이 M인 다음과 같은 

실린더를 고려한다.

그림 5.6.2 양 끝이 굽힘 스프링으로 지지된 실린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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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의 변위식을 다음과 같이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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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φ 1=sin(πx/l)로 그리고 φ 2=1.0으로 가정한다.

Lagrange's 식을 이용하면 다음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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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지지경계조건의 확장 개념에서 본다면 스프링 상수가 무한대인 경우가 단

순지지경계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프링 상수가 커짐에 따라 고유진동수도 

커지게 된다.  표 5.6.1의 물성치를 활용하여 고유진동수를 구해보면 스프링 상수가 

커짐에 따라 고유치의 값이 단순경계조건으로 수렴해 갈 것이므로 이의 추이를 보면 

앞서 유도된 식의 타당성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치해석으로 구해진 값

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6.2와 같다.

예측한 바와 같이 두 경우 모두에서 스프링 상수가 커짐에 따라 단순경계조건의 

값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확인하 다. 단순 경계조건의 경우 스팬 길이가 작은 경우 1

차 고유치는 25.35 Hz를 나타내었고, 스팬의 길이가 큰 경우 17.98 Hz를 나타내었는데 

스프링 상수가 400 kN/m로 커지면 거의 단순지지조건의 값과 유사하게 됨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경향을 그림으로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스팬의 길이가 큰 경우 단순경계

조건의 고유치로 수렴해가는 속도가 빠름을 알 수 있다.

.

표 5.6.2 수치계산 결과

경계조건
1차 고유진동수(Hz)

스팬길이 0.52m 스팬길이 0.62m

단순지지-단순지지 25.35 17.98

스프링지

지-스프링 

지지

K=50kN/m 23.52 17.18

K=200kN/m 24.86 17.78

K=400kN/m 25.10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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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3 스프링상수의 변화에 대한 1차 고유진동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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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형상을 도시하면 다음의 그림 5.6.4와 같다. 단순지지경계조건의 경우 일차

모드는 와전한 반파가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그림이 된다. 반면 스프링 경계

조건의 경우 스프링 지지점에서 변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비슷한 반파를 갖는 형상이 

다소 변하게 된다. 그리고 스프링 상수가 작으면 스프링 지지점의 변위가 커지고 스프

링 상수가 커짐에 따라 서서히 변위가 줄어들어서 단순경계조건과 유사하게 변해가게 

된다. 그림 5.6.3은 이와 같은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스프링 상수가 

400kN/m만 되도 단순지지경계조건과 거의 유사한 모드형상을 갖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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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4 경계조건별 일차 모드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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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유체유발진동 해석

축류유속장에 있는 실린더의 응답에 관한 Power Spectral Density(PSD)를 수식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5.6.4].

n n *

1 1

2 22( , , ) 4 ( ) ( ) ( ) ( ) ( )yy m n
m n

H H Jndξ ξ ω φ ξ φ ξ ω ω χ ψ ω
∞ ∞

= =

Φ = ää
(5.6.7)

여기서,

Φ yy : 변위의 PSD

Ψ(ω) : 실린더 벽 경계의 압력섭동에관한 PSD[5.6.1]

식 5.6.7에 앞서 구한 모드형상식과 고유진동수에 관한 식을 대입하면 변위에 대

한 PSD를 얻을 수 있고 다시 이것을 주파수 역에서 적분하면 유속대비, 스프링상수 

대비 변위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주파수응답함수를 도시하면 다음의 그림 5.6.5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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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5 스프링상수 대비 주파수 응답함수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스프링 상수가 크고, 유속이 작은 경우에 

구한 주파수 응답곡선의 에너지 준위가 약간 크게나왔다. 변위에 대한 PSD를 구하여 

도시하면 다음의 그림 5.6.6과 같다.

그림 5.6.6 경계조건, 스팬길이 및 유속대비 변위 P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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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속이 크고 스팬길이가 길며 스프링 상수가 적은 경

우가 PSD 레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유속이 작고 스팬길이가 짧으며 단순 경계조건을 

갖는 경우에서 가장 낮은 PSD 레벨을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스팬의 길이가 길수록 

스프링 상수가 낮을수록, 그리고 유속이 클수록 변위의 PSD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다음의 그림 5.6.6은 변위의 PSD를 주파수 역에서 적분하여 얻은 봉의 가운데 

부분의 변위이다. 그림 5.6.7은 유속대비 변위를 구한 후  유속 5m/sec 인 경우 단순 

경계조건일 때의 값으로 정규화(Normalization)하여 스팬 길이별로 분리하여 도시한 

것이다.

그림 5.6.7 평균유속 별 봉의 진동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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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팬길이 0.62m의 봉이 유속 5m/s에 있는 경우 경계조건에 따라 최대 10%의 변위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스팬길이가 0.52로 줄어든 경우 최대 20% 가량의 변위차이를 나

타내었다. 유속이 8m/s로 늘어나는 경우 스팬 길이가 0.62m인 봉은 경계조건차이에 의

하여 약 20%의 변위차이를 보 고, 스팬 길이가 작은 경우 그 차가 30%로 커짐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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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결론

축방향 유동장에 놓여있고 양단이 스프링으로 지지되어 있는 연료봉의 유체유발

진동모델을 개발하 다. 이 모델은 기존의 양단 지지(Simply Supported) 혹은 양단 고

정(Fixed) 조건을 확장한 것으로 핵연료봉과 같이 지지격자 스프링으로 지지된 실린더

의 해석을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보의 진동모드와 스프링의 모드가 연성되어 진동 모

드형상을 해석적인 수식으로 표현하기 어려웠으나, 개발된 모델은 라그란지 수식

(Lagerange's Equation)을 이용하여 연성되는 모드를 근사식으로 표현한 후 기존의 모

델에서 쓰고 있는 Wambsganss의 유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체유발진동 변위를 예측하

다. 본 연구는 경수로 핵연료봉의 지지조건이 단순지지보다는 스프링지지 조건에 더 

가깝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의 단순지지조건으로 모델한 경우와 스프링짖조건으로 모

델한 경우를 비교하고자 수행하 다. 비록 현재의 모델이 지지격자 스프링과 딤플 모

두를 고려할 수 없다고 하여도 기존의 단순지지경계조건보다는 진일보한 모델이므로, 

항후, 지지격자를 개발하거나 설계할 때 본 연구 결과를 이용하 으면 한다. 왜냐하면  

유체유발진동 관점과 더 나아가 프레팅마모 관점에서, 본 연구가 제안한 스프링 지지

조건인 경우가 더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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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프레팅손상 해석기술

  가. 접촉응력 분산방안 및 연료봉/스프링 접촉형상 개선방안 연구

(1) 접촉형상 검증시험

접촉면에서의 손상을 해석하고 억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접촉역

학을 이용한 이론적 해석 연구를 실험적 연구와 병행하여 수행하 다. 접촉에 의한 손

상을 역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접촉면에서의 응력장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 이것은 물체의 손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물체 내부의 응력을 분석하여야 하며 

이때 접촉이 있는 경우, 물체 내부의 응력은 접촉응력에 일차적으로 향을 받기 때문

이다. 접촉에 의한 손상을 억제하기 위해 역학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동일한 접

촉 하중에 대해 접촉면에서의 응력을 가능한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주후보 스프링 모형 중 최적화 H형 스프링과 참조연료 중 표준 원전용 

지지격자 스프링은 핵연료봉과의 접촉부를 오목하게 설계하여 등각접촉에 가깝도록 하

다. 이러한 형상에서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스프링이 핵연료봉에 의해 하중을 받을 

때 변형이 발생하게 되고 변형 후의 오목한 형상 반지름이 핵연료봉의 반지름과 같거

나 약간 크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같은 반지름을 갖는 오목한 형상에서도 

접촉부의 경계 형상에 따라 접촉응력의 분산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최적

화 H형 스프링의 경우 유한요소 해석과 최적설계 기법을 도입하여 설계하 다.

최적화 형 스프링

          

형 스프링

그림 5.7.1 최적화 H형 및 Ref. B형 지지격자 스프링의 마멸 흔적 비교

설계에서 고려된 사항이 반 되어 제조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시험을 통

할 수밖에 없으므로 접촉 형상에 대한 검증시험을 수행하 다. 검증 대상은 최적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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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스프링과 표준 원전용 지지격자 스프링이었으며 피복관 시편을 하중 20 N, 미끄럼 

변위 40 μm, 미끄럼 반복 진동수 30 Hz로 하여 지지격자판 단위의 프레팅마멸시험을 

수행하 으며 스프링 표면에 나타난 마멸 흔적을 검사하 다. 그 결과 그림 5.7.1과 

같이 접촉부의 반지름이 의도한 대로 제작되었음을 확인하 다.

(2) 접촉응력의 역학적 해석방법

접촉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접촉 길이를 증가시키거나 접촉 하중에 의한 접

촉응력이 접촉면 내에 가능한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때 접촉 하

중에 의해 접촉부가 변형될 때 접촉 경계의 형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한 검

토를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5.7.2와 같이 아래면이 2a만큼 편평하고 양단이 

모따기 또는 모따기의 시작점에 라운딩 가공을 한 세 가지의 형상을 고려하 으며, 이

들을 각각 양단이 라운딩되어 있는 펀치(R-type punch), 양단이 모따기 되어 있는 펀

치(C-type punch) 및 모따기 후 라운딩이 되어 있는 펀치(CR-type punch)로 구분하

다. 이때 CR-type punch에서는 라운딩 부위로부터 모따기가 시작되는 구간을 2c라 하

고 라운딩의 반지름을 R이라 하 으며 접촉부 형상이 변하는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연

속인 경우를 가정하여 smooth한 profile을 갖도록 하 다. 한편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접촉 경계의 폭을 2b라 정의하 다. 접촉응력의 해석을 위해서 접촉부의 기하학적 형

상과 접촉 트랙션(응력)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다음과 같은 특이적분 방정식 형태의 

지배방정식을 이용하 다[5.7.1, 5.7.2].

그림 5.7.2 접촉응력 해석 모델

θ

2a

x

y

2b

2c

P
Q

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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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2
dh(x)
dx

=
1
π
⌠
⌡

b

-b

p(η)
x-η

-βq(x), (1)

E*

2
dg(x)
dx

=
1
π
⌠
⌡

b

-b

q(η)
x-η

+βp(x) (2)

여기서, ±b는 접촉부의 경계를 나타내며, 접촉면에서의 수직 및 전단 트랙션을 각각 

p(x), q(x), 그리고 h(x), g(x)는 수직 및 전단 방향의 변위를 나타낸다. 또 E* 및 b

는 각각 두 접촉 물체의 상이한 탄성적 성질을 나타내는 복합 탄성 계수 및 Dunders 

상수로서 평면 변형률의 경우에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1

E
* =

(1-ν21)

E1
+
(1-ν22)

E2
(3)

β=
1
2 [
{ (1-2ν1)/G1}-{ (1-2ν2)/G2}

{ (1-ν1)/G1}+{ (1-ν2)/G2} ] (4)

여기서, 하첨자 1, 2는 서로 다른 두 접촉 물체를 의미하며 ν는 프와송 비, 그리고 G

는 전단 강성 계수이다.

식 (1) 및 (2)와 같이 couple되어 있는 Cauchy형 특이적분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Goodman's Approximation[5.7.3]을 사용하며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전

단방향의 트랙션이나 변위를 일단 무시하고 수직방향에 대해서만 해석한 후 이로부터 

전단방향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E
*

2
dh(x)
dx

=
1
π
⌠
⌡

b

-b

p(η)
x-η

. (5)

식 (5)에서 p(x)를 구하기 위해서는 접촉부의 기하학적 형상(h(x))이 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접촉부의 profile인 양단이 라운딩, 모따기 또는 모

따기와 라운딩이 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둘 이상의 profile이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

는 경우는 하나의 함수로 h(x)를 정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간 i에 따라 

달리 정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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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φ)
P

=-
1

πcosφ [1+
E
*
b
2P
{απsinφ-I(φ)}], (8)

I(φ)=
b
2
∑
n

i=1
Ki(Δφi+

Δsin2φi
2 )+∑

n

i=1
(Kibsinφ+Li)×

[Δcosφi-ΔΦisinφ+cosφ|
cos( (φ+φi)/2)

cos( (φ+φi+1)/2)

sin( (φ-φi+1)/2)

sin( (φ-φi+1)/2) |]
, (9)

여기서, Δφi=φi+1-φi, Δcosφi=cosφi+1-cosφi,

Δsin2φi=cos sin2φi+1-cos sin2φi 이다.

한편 접촉부의 폭(2b)은 접촉 수직하중 P, 두 물체의 복합 탄성계수 E* 및 접촉

부 profile h(x)에 향을 받으며 다음의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
2P

E*b
=
b
2
∑
n

i=1
Ki(Δφi-

Δsin2φi
2 )-∑

n

i=1
LiΔcosφi=0. (10)

식 (9) 및 (10)에서 sinφi-
xi
b
이고 φ1과 φn+1은 접촉부의 경계를 나타내게 되어 

각각 - π/2와 π/2가 된다.

(4) 접촉형상에 따른 접촉 폭의 변화

식 (10)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접촉물체의 복합 탄성계수와 하중이 동일할 경우 

접촉폭은 접촉부의 기하학적 형상에 따라 달라진다. 접촉폭의 변화는 접촉응력의 크기

에 향을 미치며 또한 물체 내부응력을 변화시킨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R형, C형 및 

CR형 펀치에 의한 접촉에서, 동일한 P, E*인 경우 접촉폭 b를 계산하여 접촉형상에 따

른 접촉 폭의 변화를 분석하 다. 이때 펀치 중앙의 편평한 구간의 폭(2a)을 일정하게 

하여 접촉폭 및 라운딩 반지름 R을 정규화(normalization)하는 파라미터로 이용하

다. 한편 모따기의 경우에는 수평면(x축)으로부터 기울어진 각 θ를 그대로 이용하

다.

예제 계산에서 R형 펀치에서 모서리 반지름 R의 크기는 C형 펀치의 모따기 각 연

장선과 폭이 4a인 펀치의 양 경계가 교차하는 점까지 중앙의 편평한 부분에 접하는 원

을 구성하여 구하 다. θ의 값으로는 모따기 가공에서 많이 사용하는 45°를 포함하여 

30°, 15°, 5° 및 1°로 하 으며 이때 각각에 대한 R/a의 값은 1.0, 1.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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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28.65가 된다. 한편 CR형 펀치의 경우 중앙의 편평한 구간과 모따기 구간이 만

나는 부분에 형성되는 라운딩 반지름 R은 a와 동일하게 하 다.

그림 5.7.3에는 P/(E*a) = 1.0인 경우 각각의 형상에 대한 접촉폭을 나타내고 있

다. 대부분의 경우 R형 펀치에 의한 접촉폭이 C형 및 CR형 펀치에 의한 것에 비해 크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C형 및 CR형 펀치 상호 간의 차이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어 모따기 가공 시 형상의 기울기가 변하는 점을 라운딩 하더라도 접촉폭에는 거의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따기 각이 15°이상인 경우에는 접

촉폭의 변화가 거의 없으나 그 이하에서는 각도가 감소하는 데에 따라 접촉폭이 급격

하게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C형 또는 CR형 펀치에서 모따기 각이 약 3°이

하에서는 접촉폭이 R형 펀치에 의한 접촉폭에 비해 현저히 커지게 된다.

그림 5.7.3 및 에 의한

접촉 길이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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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및

에 의한

접촉 수직 응력장

(5) 접촉형상에 따른 접촉응력의 변화

접촉 트랙션의 형상은 접촉부의 profile에 직접적으로 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

서는 접촉물체의 모서리가공으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라운딩, 모따기 및 모따기 후 

라운딩한 형태를 고려하여 이들 profile에 의한 트랙션의 형상을 분석하고자 하 다. 

그림 5.7.4에는 이에 대한 하나의 특징적인 경우로서 P/(E*a) = 1.0일 때 R형 펀치에

서의 모서리 반지름 R/a = 2.0, C형 펀치에서의 모따기 각도 15°및 CR형 펀치에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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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기 각도 및 라운딩 반지름을 각각 15°와 R/a = 1.0으로 하 을 때의 접촉 수직트랙

션을 보여준다. 이때 횡축은 접촉폭(b)로 정규화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5.7.4의 결과에 의하면, 예상한 대로, 양단이 라운딩되어 있는 경우에는(R

형) 트랙션의 최대치 부분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고 있으며 모따기된 경우에는(C형) 

모따기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첨두응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따기와 라운

딩이 동시에 되어 있는 경우에는(CR형)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부위에서 첨두가 발생하

고 있지는 않으나 양단이 라운딩 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 접촉폭에 걸친 트랙션의 분포

의 균일한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6) 전단하중 증가에 따른 미끄럼 역의 확장거동

접촉물체 내부의 응력은 접촉면의 트랙션에 향을 받으므로 전단하중에 의해 형

성되는 전단 트랙션을 구하여야 접촉손상을 분석할 수 있다. 접촉면 전체에서 미끄럼 

상대운동이 발생하는 전미끄럼 상태에서의 전단 트랙션은, Amonton's Friction Law를 

따를 경우, 수직 트랙션에 정지 마찰계수를 곱하여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접촉면 

일부에서 미끄럼 상대운동이 발생하는 부분미끄럼일 경우는 두 물체의 상대운동이 없

는 역에서의 전단 트랙션을 별도로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부분미끄럼은 일반적

으로 두 물체의 체결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접촉손상의 

해석을 위해 주로 고려하는 미끄럼 상태이다.

부분미끄럼 상태의 전단 트랙션을 구하기 위한 수학적인 방법으로서는 1차원 전

단하중을 고려하는 문제일 경우(예를 들어 Mindlin-Cattaneo 문제) perturbation에 의

해 구할 수 있다[5.7.7]. 이와는 별도로 influence function method에 의해 수치적으

로도 구할 수 있으며 수치해석 방법을 이용하면 엄 해를 구할 수 없는 접촉면 상에서 

전단하중이 2차원적으로 변하는 경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5.7.8]. 본 연구에서는 

부분미끄럼 상태를 가정하여 개발된 수치해석 방법으로 전단 트랙션을 구하 다.

그림 5.7.5에는 R형, C형 및 CR형 펀치에 의한 접촉에서 전단하중이 증가함에 따

라 접촉면에 나타나는 전단 트랙션을 보여 준다. 각각의 경우에 부분미끄럼을 발생시

키는 전단하중 세 가지는 서로 유사하도록 하여 전단 트랙션과 미끄럼 역을 상호 비

교할 수 있게 하 다.

그림 5.7.5에 의해 전단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접촉경계로부터 내부로 미끄럼 

역이 확장하는 부분미끄럼의 일반적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미끄럼 역의 확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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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트랙션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점을 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전단하중이 작용하면 순간적으로 전미끄럼 상태가 된다. 이것은 원통 또는 구의 접촉

에서 나타나는 Hertz 문제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Hertz 접촉인 경우 부분미끄럼 

문제를 해석한 Mindlin-Cattaneo 해에서는 최대 수직 트랙션이 접촉면의 중앙에 위치

하므로 전단하중의 증가에 따라 미끄럼 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

서 고려한 접촉부의 형상에 대해서는 모따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더 오랫동안 부분미

끄럼 상태를 지속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접촉면에서의 마멸 손상은 미끄럼 역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형상의 접촉물체의 경우에는 최대 수직 

트랙션이 접촉경계에 가까이 존재하도록 접촉부 profile과 수직하중 P를 설계하여야 

접촉손상을 억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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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5 전단하중 증가에 따른 미끄럼 역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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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 5.7.5의 경우에 대해 전단하중의 증가에 따른 미끄럼 역의 확장속도

를 그림 5.7.6에 나타내었다. 동일한 전단하중이 작용할 경우 양단이 라운딩된 펀치에 

의한 접촉의 경우가 모따기된 펀치에 의한 접촉에 비해 미끄럼 역이 더 작으며, 전

단하중이 전미끄럼을 발생시키는 전단하중의 약 95% 정도로 증가할 때까지, 미끄럼 

역의 증가율도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단이 모따기 되어 있는 경우보다 

라운딩 되어 있는 경우가 접촉손상을 억제하는 관점에서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양단이 모따기 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끄럼 역의 급속한 확장이 전미끄럼을 발

생시키는 전단하중의 약 95% 정도 이후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모서리 가공된 펀치에 

의한 접촉에서는 전단하중이 전미끄럼을 발생시키는 전단하중의 약 90% 이하일 때 부

분미끄럼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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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6 접촉부 형상에 따른 미끄럼 역의 확장속도

전단하중이 작용하는 부분미끄럼 문제의 해석으로부터 접촉면에서 마멸이 발생하

는 미끄럼 역의 상대적인 크기와 전단하중 증가에 따른 미끄럼 역의 확장 속도를 

분석하 다. 이때 동일한 전단 하중의 증가에 대해 미끄럼 역 크기의 확장 속도가 

작은 경우의 접촉 형상이 마멸 손상을 적게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

의 분석 결과에 의해서는 R형 펀치에 의한 접촉일 때가 C형 및 CR형 펀치에 의한 접촉

에서보다 미끄럼 역의 크기가 작으며 전단하중의 증가에 따른 미끄럼 역의 증가 

속도도 더 느리다. 따라서 R형 펀치 형상이 접촉면에서의 마멸을 억제하기 위한 형상

으로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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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끄럼 역은 전단하중이 증가할 때 수직 트랙션의 최대점 위치까지 확장

될 수 있으며, 이때가 부분미끄럼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한계이다. 이후 전단하중의 

증가에 의해서는 순간적으로 전미끄럼 상태가 되며, 따라서 부분미끄럼 상태를 유지시

키기 위해서는 수직 트랙션의 최대값이 발생하는 위치를 접촉부의 중앙의 위치로 가져

올 수 있는 접촉부의 profile 설계가 필요하다.

 나. 최적화 H형 스프링에서 코이닝 가공에 의한 접촉면 응력장 분석

코이닝이란 얇은 판을 펀치 또는 프레스로 가공할 때, 가공 후 재료의 끝단에 귀 

또는 뒤말림(burr) 부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형상가공 전 미리 끝단에 일정한 경사각

(대개 45°)을 갖는 금형을 이용하여 판 소재를 누르는 것으로서 절삭가공에서의 모따

기 가공과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절삭가공에서의 모따기와는 달리 금형에 의한 가공

은 가공부위가 원 소재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므로 판의 두께 방

향의 형상이 달라지게 된다. 이때의 변형은 이에 따른 응력해석을 달리 수행하여야 함

을 의미하며, 특히 피 가공물이 접촉하는 부품일 경우에는 접촉응력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게 된다. 최적화 H형 스프링의 경우 접촉부 끝단에 코이닝가공이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접촉면의 변형이 고려되었다. 접촉면을 측정한 결과 그림 5.7.7과 같이 축

방향을 따라 접촉부가 오목하게 변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 으며 최대 높이 차는 6~7 

micron이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접촉면 응력장 변화를 식 (8) 및 (9)를 이용하여 해

석하 다.

그림 5.7.7 코이닝 가공에 의한 최적화

       H형 스프링의 접촉면 형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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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해석을 위해 중앙이 오목하게 들어 간 펀치를 그림 5.7.8과 같이 모델링하

다. 그림 5.7.8에서 가장자리에 반경 R1의 원호와 중앙부에 반경 R2의 원호가 공통 

접선을 갖고 접하는 형상을 고려하고 접촉부의 길이를 2b로 하 으며 이때 반경 R1 및 

R2의 원호를 각각 C1 및 C2라 하고 C1과 C2의 중심 간의 거리를 d, C2의 중심으로부터 

C1과 C2 의 접점까지의 거리를 s, 그리고 표면의 최대 높이 차를 h라 정의하 다. 이러

한 기하학적 정의로부터 다음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

s=
R2d

R1+R2
(11)

h=R1+R2- (R1+R2)
2-d2 (12)

한편 해석에서는 식 (11) 및 (12)를 R1에 대해 무차원하여 사용하 다.

h=1+R1- (1+R1)2- d
2
, (13)

여기서, h=h/R1, R=R2/R1, d=d/R1이다. 한편 식 (8), (9)에서 K1 = K3 =  - 

1/R1, K2 = 1/R2이며 L1 = - L3 =  - s/R1, L2 = 0이 된다.

그림 5.7.9는 P/E*d = 0.91, d = 5.0, R2/R1 = 10, 50일 때의 접촉 응력장을 예

로서 보여주고 있으며 R2/R1 = ∞인 접촉면이 편평하고 양단이 라운딩된 경우의 응력장

을 함께 나타내어 비교하고 있다. R2/R1가 작으면 접촉면 프로파일의 최대 높이 차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C1과 C2가 접하는 위치에서 급격한 응력상승이 발생하며 접촉

면이 편평한 경우의 응력장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R2/R1가 

증가함에 따라 줄어들어 최종에는 접촉면이 편평한 경우와 같은 응력장을 갖게 된다.

표 5.7.2는 접촉구간을 100 등분한 뒤, 등분된 각 점에서 R2/R1를 변경하며 코이

닝된 펀치에 의한 트랙션을 구하고 동일한 점에서 라운딩 펀치에 의한 트랙션을 구한 

후 각 점에서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 차이의 최대값을 라운딩 펀치에 의한 트랙션을 

기준으로 백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R2/R1와 d/R1에 따라 결정되는 접촉면 최대 높

이 차 h/R1를 계산하여 함께 표시하 다. 한편 계산을 위한 수직하중 및 물체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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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서남표[5.7.9]에 의해 제안되었던 이와 같은 마멸현상의 설명은 그 후 많

은 파괴역학 연구자들이 표면하 균열에 대한 연구를 수행토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와 같이 마멸을 표면 균열 성장으로 설명하고자 한 연구로서, 이동하는 헤르쯔 응력에 

의한 두 균열 간의 상호 간섭을 해석한 시도도 있었다[5.7.1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접촉부 경계에서 성장하는 균열에 대한 해석을 파괴역

학 이론으로부터 분석을 시도하 다. 이때 접촉부 형상으로서 종래에 일반적으로 고려

해 오고 있는 Hertzian 접촉이 아닌 라운딩된 펀치로 하 으며 여기에 펀치가 기울어

진 일반적 기계 조립상태를 아울러 고려하여 해석 내용을 확장하 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기하학적 모델은 그림 5.7.10과 같다. 즉, 양단 모서리가 반지름 R로 라운딩 되

어 있고 중앙에 평탄부(- a ≤ x ≤ a)를 갖는 펀치가 반 무한 평판에 접촉하며 만큼 

기울어진 문제를 해석하 다. 이때 접촉부는 - b ≤ x ≤ b이며 x = ±b는 펀치의 라

운딩 부분에 존재한다. 한편 그림 5.7.10에는 접촉 트랙션을 구한 후 균열 문제를 다

루기 위해 접촉부 경계로부터 성장하는, 길이 l의 균열과 인장 하중에 의한 균일 응력 

가 반 무한 평판에 작용하는 경우를 함께 표시하 다. 이제 펀치가 기울어진 각 α를 

기울어지지 않았을 때의 접촉부 경계에서의 접선 각도 αb (αb = sin
-1((b-a)/R))로 무

차원화 하여 α/αb를 펀치가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이용한다. 이때, αb는 모

서리 반지름 R과 수직 하중 P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펀치의 형상과 접촉 하중조건이 

제시되면 αb는 하나의 값으로 정의될 수 있고 이를 의 무차원화를 위한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2b

2a
RR

α

δ
α

L

x

y

E ν

E ν
θ

Crack

l

σσ

그림 5.7.10 경사진 물체의 접촉에 의한 표면 균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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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촉 응력의 해석

앞의 식 (8) 및 (9)를 이용하면 접촉응력을 구할 수 있다. 그림 5.7.11은 a/b = 

0.5인 펀치가 α/αb = 0 ~ 0.5로 기울어져 접촉하는 경우 p(x)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펀치가 기울어지는 경우 수직 트랙션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위치가 접촉면의 안쪽

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수직 하중의 크기가 일정하게 보존되기 위하여 최대 

수직 트랙션의 크기가 기울어 지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림 5.7.11로부터 물체가 기울어져 접촉하게 되면 수직 트랙션이 접촉부 중앙을 기준으

로 비 대칭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접촉 수직 트랙션 p(x)로부터 부분 미끄럼 상태

의 전단 트랙션 q(x)를 수치해석 방법[5.7.8]으로 구한 결과가 그림 5.7.12에 나타나 

있다. 그림 5.7.12는 펀치의 형상으로서 a/b = 0.5, 기울어진 정도가 α/αb = 0.3인 경

우 Q/P = 0.1에서 0.9로 증가할 때 q(x)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한편 Q = μP가 되

는 전 미끄럼 상태에서의 전단 트랙션을 함께 나타내어 부분 미끄럼 상태일 때의 미끄

럼 역(q(x) =  μp(x))과 고착 역(q(x) ≤ μp(x))을 알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5.7.11 물체가 기울어져 접촉하는

            경우의 수직응력(a/b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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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12 물체가 기울어져 접촉하는

경우의 전단응력 α/αb = 0.3)

-1.0 -0.5 0.0 0.5 1.0
0.0

0.1

0.2

0.3

b 
q(

x)
/P

x/b

0.1
0.3
0.5
0.7

0.9

Q/µP = 1; Gross Slip

그림 5.7.12로부터 전단 하중 Q가 증가할 때 물체가 기울어진 방향의 반대쪽에서 

미끄럼 역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끄럼 역은 접촉면에서 마멸이 

발생하는 곳이므로 전단 하중의 증가와 함께 마멸의 발생 부위가 넓어지게 되며, 특히 

물체가 기울어져 접촉하는 경우 기울어짐에 의해 물체가 들려지는 쪽에서 마멸 역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인장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서의 전단 트랙션은 그림 5.7.13에 보여 주는 

것과 같다. 이때 인장 하중의 변화량으로서 인장 응력 σ/pm = 0.5, 0.8, 1, 1.2%로 하

으며 a/b = 0.5, α/αb = 0.3인 경우를 고려하 다. 이때 pm은 접촉면에서의 평균 응

력으로서 pm = P/(2b)로 정의 하 다. 그림 5.7.13로부터 물체가 기울어짐에 의해 나

타난 전단 트랙션의 비대칭 정도가 인장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인장 하중이 증가할 경우 한쪽의 접촉 경계에서(x/b = 1) 전단 트랙션이 점

점 줄어 들며, σ/pm = 1.2%가 될 때에는 반대 방향의 미끄럼이 발생하는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수직 트랙션이 헤르쯔 압력인 경우[5.7.11]에서와 유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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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13 인장응력이 부가된 경우의 전단응력 변화(a/b = 0.5, α/αb = 0.3)

(3) 내부 응력 해석

접촉면에서의 응력장을 구하면 Flamant Potential을 이용하여 물체의 내부응력을 

구할 수 있다[5.7.2]. 이때 접촉응력은 접촉구간에 대해 적분이 되는 형태가 되므로 

그림 5.7.11 및 5.7.12에서와 같이 복잡한 형태의 함수 형태가 되면 엄 한 적분이 어

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체의 내부 응력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접촉면을 균등 

분할하여 S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한 개 구간의 거리를 d라 하고 수직하중과 전단하중 

각각에 대하여 (S - 1) 개의 이등변 삼각형 하중요소(또는 collocation point)를 갖게 

함으로써, 물체 내부응력을 구하 다. 이때 각 응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σxx=-
2
π ∑
S-1

m=1
{p(xm)yI2(m)+q(xm)yI3(m)} (14)

σyy=-
2
π
∑
S-1

m=1
{p(xm)y

3I0(m)+q(xm)y
2I1(m)} (15)

τxy=-
2
π ∑
S-1

m=1
{p(xm)y

2I1(m)+q(xm)yI2(m)} (16)

여기서 p(xm)와 q(xm)은 m번째 이등변 삼각형 하중요소의 꼭지점으로서 각각 m번째 

collocation point에서의 접촉 수직 및 전단응력을 나타낸다. 즉, p(xm)은 수직응력의 

collocation point에서의 값을 나타내며 q(xm)은 부분미끄럼 상태의 경계조건과 수치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구한 collocation point에서의 전단응력 값이다. 한편, p(xm)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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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xm)을 구하는 방법의 상세는 기 발표된 문헌[5.7.12]을 참고할 수 있다. 한편 중괄

호 내의 I0 ~ I3는 다음과 같다.

I0(m)=
1

2y3
{-2(x-md)Θ1+( (x-md)-d)Θ2+( (x-md)+d)Θ3} (17)

I1(m)=
1
2y
{2Θ1-Θ2-Θ3} (18)

I2(m)=
1
2y
{-2(x-md)Θ1+( (x-md)-d)Θ2+( (x-md)+d)Θ3

+2yL1-yL2-yL3}

(19)

I3(m)=
1
2
{-6yΘ1+3yΘ2+3yΘ3-

2(x-md)L1+( (x-md)-d)L2+( (x-md)+d)L3}

(20)

여기서, Θ1=tan
-1( (x-md)/y), Θ2=tan

-1{ ( (x-md)-d)/y},

Θ3=tan
-1{ ( (x-md)+d)/y}, L1=Log{ (x-md)

2+y2},

 L2=Log{ ( (x-md)-d)
2+y2}, L3=Log{ ( (x-md)+d)

2+y2}이다.

그림 5.7.14 및 5.7.15에는 각각 Q/μP = 0.5, a/b = 0.5, α/αb = 0.3일 때 인장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와 σ/pm = 1%의 인장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내부 응

력을 pm으로 정규화한 값을 보여 주고 있다. 이때 횡축은 균열 해석을 위해 균열 시작

점인 접촉면 경계를 원점으로 하 으며 따라서 접촉부 전체가 0 ≤ (x/b + 1)/2 ≤ 1

이 되도록 정규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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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14  기울어진 라운딩 펀치에 의한 내부 응력(a/b = 0.5, α/αb = 0.3,

             Q/μP = 0.5)

그림 5.7.14로부터 펀치가 기울어져 접촉함에 따라 σxx와 σyy가 기울어진 방향으

로 치우치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한편 인장 하중이 더하여진 경우를 보면(그림 

5.7.15), 응력의 분포 형태는 인장 하중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거의 차이가 나

지 않으나 응력 값들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인장 하중의 방향인 σxx의 증

가가 뚜렷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비 대칭형의 트랙션에 의한 응력의 변화

는 물체 내에 균열이 존재할 경우 그 진전 거동에 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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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15  인장하중이 부가된 경우, 기울어진 라운딩 펀치에 의한 내부 응력

             (a/b = 0.5, α/αb = 0.3, Q/μP = 0.5, σ/pm = 1%)

(4) 표면 균열 해석

마멸입자의 형성을 접촉면 아래 표면균열 성장거동으로 생각할 경우의 파괴역학

적 해석을 위해 본 절에서는 접촉부 경계에서 성장하는 표면 균열을 해석하 다. 해석

을 위해 응력확대계수를 구하 으며 이를 위해 전위 도 함수법을 사용하 다. 전위

도 함수법을 사용한 방법은 인선전위에 의한 변위 불연속 현상이 균열에 의한 그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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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프레팅 현상에서 발생하는 균열해석에 많이 사

용되고 있다[5.7.14, 5.7.15].

이 방법을 간략히 서술하면 균열을 가상 인선전위의 배열로 보고 인선전위에 의

한 Airy 응력함수[5.7.16]로부터 균열면 상의 응력을 구한 후 균열을 진전시키는 외력

을 분류하고(예를 들어 접촉하중 또는 원거리 인장하중 등) 각각의 외력에 의한 균열

면 상의 응력을 구분하여 구한다. 이때, 균열 진전을 위한 응력을 파괴 모우드 별로

(여기서는 평면 문제이므로 모우드 I과 II로) 분류한다. 다음, 구해진 균열면 상의 응

력들을 중첩의 원리(Bueckner원리)에 따라 합하고 이 값이 각 파괴 모우드 별로 균열

면 상의 무응력(traction free)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0이 되도록 한다. 이로써 각 

모우드 별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이때의 방정식은 인선전위에 의한 응력을 계산할 때 

발생한 특이현상으로부터 특이적분 방정식의 형태가 된다. 구성된 특이적분 방정식의 

해로부터 각 파괴 모우드의 응력확대계수를 구하게 된다. 이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은 참고문헌 [5.7.17]을 참조할 수 있으며 접촉문제에서의 적용 예도 이미 발표되어 

있으므로[5.7.14, 5.7.15] 본 보고서에는 나타내지 않았다.

그림 5.7.14와 5.7.15의 접촉 트랙션 및 인장 응력이 부가된 상태에서 그림 

5.7.10에서 나타낸 접촉부 경계에서 성장하는 표면 균열을 해석하 으며 그 결과를 각

각 그림 5.7.16 및 5.7.17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경우로서 균열이 접촉면에 수직한 

방향으로부터 각 θ만큼 경사진 경우를 고려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θ = 0°인 수직 균

열에 대해서만 해석하 다. 본 논문에서 θ ≠ 0°일 경우에 대해 해석하지는 않은 이

유는 앞선 연구결과[5.7.13]로부터 균열의 경사각이 증가함에 따른 향은 단지 균열 

닫힘이 더 빨리 일어나고 KI이 감소하며 KII는 증가하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므로 그림 

5.7.16 및 5.7.17에 나타낸 결과로부터 θ ≠ 0°인 경우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7.16은 a/b = 0.5이고 α/αb = 0, 0.3, 0.5로 기울어진 경우에, 균열이 성

장함에 따른 응력확대계수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것으로 KI은 균열 성장의 초기에 증가

하다가 최대값을 가진 후 감소하여 균열이 닫히며(KI < 0) KII는 계속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접촉 트랙션만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물체가 

기울어져 접촉하는 것이 응력확대계수 변화의 거동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물체가 기울어져 접촉할 때에는, 기울어지지 않은 경우에 비해, KI은 

감소하며 KII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α/αb = 0.3일 때의 KI이 α/αb = 

0.5일 때의 KI에 비해 더 작고 KII는 더 크게 나타난 결과로부터 KI의 감소(또는 KI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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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는 기울어진 정도에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균열성장에 따른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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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16  균열 성장에 따른 KI 및 KII의 변화(a/b = 0.5, Q/μP = 0.5, θ = 0°)

그림 5.7.16에서 주어진 조건에 더하여 인장 하중으로서 σ/pm = 1%가 가해진 경

우의 응력확대계수를 그림 5.7.17에 나타내었으며 비교를 위하여 그림 5.7.16을 함께 

도시하 다. 인장 하중이 가해질 경우 KII에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KI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KI의 값이 크게 상승할 뿐 아니라 균열 길이가 증가함

에 따라 KI이 계속 증가함을 알 수 있어 인장 하중이 가해질 경우에는 균열의 닫힘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장 하중의 크기에 따라 달라

질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균열의 진전 거동은 접촉 트랙션에 의해 향을 받는 내부응

력과 인장 응력의 조합에 의해 향을 받으므로 인장 응력의 향이 접촉 트랙션에 의

한 향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림 5.7.16에서 보여 주는 균열 닫힘의 거동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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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17  인장하중이 존재하는 경우의 응력강도계수(a/b = 0.5, Q/μP = 0.5,

             θ = 0°,σ/pm = 1%)

 라. 연료봉 프레팅 마멸모델링을 위한 Data 분석 및 모델링 연구

마멸 기구는 매우 다양하므로 모든 종류의 마멸을 하나의 모델로 단순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마멸모델의 연구에서는 특정한 조건에 대한 것으로 국한시켜 고

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분야의 마멸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Workrate Model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하 다.

V=KW ,    where  W=
1
t
⌠
⌡Pds.

(21)

여기서 V는 마멸부피 증가율, W는 workrate이고 K는 마멸계수로서 Pa
-1
의 단위가 된

다.

한편 핵연료봉에서의 마멸 결과에 이용할 때 접촉 수직하중 P는 핵연료봉에 의해 

지지격자 스프링이 압축되는 변위에 해당하는 하중이 된다. 그러나 마멸에 향을 미

치는 하중의 방향은 접촉면에 접선 방향으로서 접촉 수직하중 대신 전단하중을 고려하

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것은 workrate 모델이 마멸 부피와 접촉면에서의 

에너지(일)를 관련지은 것임을 생각할 때 미끄럼 변위의 방향과 하중의 방향이 일치하

여야 물리적으로 일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workrate 모델은 전단하중 Q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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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18  공기 중 및 수중에서 피복관/피복관의 접촉에 의한

마멸결과에 대한 workrate model

따라서 workrate와 마멸부피의 증가율 사이에는 항상 선형 비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접촉물체의 재료, 시험 분위기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률과 마멸부피 증가율 사이의 비례관계를 일반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다

음과 같은 모델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V=K' W
n
 ,    where  W=

1
t
⌠
⌡Qds.

(23)

여기서 n은 접촉물체의 재료, 시험 분위기 등에 의존하는 1 이상의 실험 상수라 할 수 

있으며 K'은 앞에서의 마멸계수 K와는 다른 상수가 될 것이다.

 바. 마멸저항성 제고를 위한 지지격자 스프링 설계변수

제4절 및 제5절의 연구결과로부터 원자로 내에서 핵연료의 유체유발 진동에 기인

한 프레팅마멸 손상을 저감하기 위한 지지격자 스프링 또는 딤플의 설계변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지격자 스프링/딤플의 설계 변수로는 기하학적 형상, 하중 및 미끄럼 

변위 조건을 들 수 있으며, 유체유발 진동의 특성도 이들과 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시험 결과로부터는 연료봉을 감싸는 형태인 최적화 H형 또는 참조용 B형과 이와

는 반대인 새 이중판 노즐형 스프링 중 어떤 쪽이 마멸저항성 관점에서 명백히 우수하

다고 할 수 없었다. 이것은 접촉 수직하중의 증가에 따라 향을 받는 연료봉과 스프

링/딤플의 접촉면적 증가가 최적화 H형 또는 참조용 B형의 경우 스프링/딤플의 폭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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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며 새 이중판 노즐형의 경우 길이 방향으로서 각 형상의 기하학적 치수에 의존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촉형상과 관련하여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형상 및 치수를 갖

는 각각의 스프링은 서로 유사한 마멸저항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접촉 해

석 및 최적화 H형의 형상 개선 과정 중에 나타난 것과 같이 스프링 또는 딤플의 끝단

에 코이닝 가공을 할 경우 접촉부의 궤적이 가능한 평탄하도록 하는 것과 코이닝이 시

작되는 부위를 부드럽게 처리하는 것은 마멸 저감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로부터 스프링/딤플을 개발할 경우에는 연료봉과의 접촉부 궤적을 엄 하

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스프링/딤플의 형상에 관계없이 어떤 접촉 수직하중에서 마멸량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특정 미끄럼 진폭(임계 진폭)이 존재하므로 스프링/딤플의 유체유발 진동 

진폭을 임계진폭 이하가 되도록 스프링 하중을 설계하는 것은 마멸량 저감을 위해 중

요하다고 사료된다. 즉 본 과제에서 개발된 최적화 H형 또는 새 이중판 노즐형 스프링 

지지격자의 경우 스프링 힘이 10 N일 때에는 미끄럼 진폭 50 μm까지, 30 N일 때에는 

80 μm까지 유체유발진동 진폭을 규제하도록 하면 연료봉의 프레팅마멸을 억제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연료봉과 지지격자 스프링/딤플의 접촉부에 발생하는 미끄

럼 진폭은 스프링 힘과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마멸 저감을 위한 스프링/딤플의 개발 

시에 수행하는 유체유발 진동 해석에서 접촉 하중을 고려해야 하며, 그 결과를 마멸분

석 입력자료로 사용하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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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위탁연구

 1. 연료봉 진동시험 및 낙하식 격자체 충격시험 수행 및 분석

  가. 개요

지지격자 후보모형 4종(H형 스프링 부착 지지격자, 회전유동형 지지격자, 바가지

형 지지격자, 다중 스프링 부착 지지격자) 및 참조용 지지격자 1종의 5×5셀 부분 격

자체에 대하여 낙하식 충격시험과 공기중/수중에서 연료봉의 진동특성(선형 및 비선형 

진동)시험을 수행하고 시험자료를 분석하 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구축하고 있는 

진자식 충격시험기의 검증과 격자체 충격해석모델의 보완/검증을 위한 사각 관 형상의 

단위격자에 대한 충격시험을 수행하고 시험자료를 분석하 다.

  나. 시험장치 및 방법

낙하형태의 충격시험기[6.1.1]를 그림 6.1.1에 나타내었으며, 이 시험기는 충격

시험 시나 지진 시에도 바닥면으로부터 전달되는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도록 견고히 

고정하 다. 이 시험기의 상부 구조물은 두 개의 안내봉(guide rods)과 두 개의 지지 

기둥(support column)이 기준면으로부터 직립으로 세워져 있다. 시험 목적상 왕복대

(carriage)나 시편 고정치구는 두 개의 안내봉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 왕복대는 일체

형으로 된 알루미늄 주조품이며 최소 중량 하에서도 최대의 견고성을 갖도록 강체

(rigid) 형상으로 되어 있다. 왕복대의 공진주파수는 진동신호가 울리는 현상

(ring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의 펄스 신호에 네 배에서 열 배 사이의 값으로 하

다. 왕복대의 순수 질량은 20.43 kg이며, 크기는 254  254 mm이고, 최대 낙하 높이

는 1676.4 mm이다. 충격가속도는 최대 4000 g 까지 이다. 충격력의 측정은 충격시 시

편으로부터 직접 힘 변환기(force transducer)를 사용하여 충격력을 얻는 방법과 스트

레인 게이지(strain gauge)를 사용하여 충격시 시편으로부터의 변형률을 측정하는 방

법이 있다. 힘 변환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적용하기가 쉬우나 충격력에 대해 제한이 있

으며, 스트레인 게이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하중 신호값에 대한 선형성을 점검할 필요

가 있는 예비시험에 사용하나 신호에 대한 검증(verification)이 어렵고 적용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적용성이 용이하며, 신호에 대한 확인이 상

대적으로 쉬운 점을 고려하여 힘 변환기를 왕복대의 하부, 즉 시편과 충돌하는 면, 에 

부착하는 방법을 적용하 다. 힘 변환기는 격자구조물의 비선형 동적 충격해석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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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구한 최대 충격력을 고려하여 RION사의 모델 PF-31을, 가속도계는 시험시의 충격 

가속도 범위를 고려하여 충격시험용인 ENDEVCO사의 모델 2225를 선정하 다.

충격력은 좌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낙하높이에 따라 증가하게 되므로 초기높이

로부터 6.35 mm씩 증가하면서 충격신호를 저장하고 이전의 단계에서보다 충격력이 감

소하는 높이까지 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I-STAR[6.1.2]를 사용

하 으며, 저장된 시험 데이터는 시험 및 해석 데이터 분석을 위한 ORIGIN[6.1.3]으로 

분석을 수행하 다. 이 낙하 충격시험시 시험의 수행, 데이터의 수집 및 저장을 위한 

전체 시스템의 개략을 그림 6.1.2에 나타내었다.

  다. 시험결과

   (1) 단일 사각관 시편

충격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좌굴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시험적인 방법

과 해석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보통 구조물의 좌굴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복

잡한 구조물에 있어서는 임계하중을 구하기 어렵고 특히 후좌굴 문제에 있어서는 좌굴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워 시험에 의한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있어서는 박

판으로 형성된 격자체 구조물의 충격에 의한 좌굴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시험에 

의존하기 보다는 시험결과를 잘 모사할 수 있는 해석적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다. 신뢰할만한 해석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복잡한 형상의 

격자체 구조물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 기하학적 형상이 비교적 단순한 단일 사각관 

형태의 모델에 대해 시험결과를 잘 모사할 수 있는 해석모델을 개발하고 이 방법론을 

격자체 구조물로 확장하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 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단일 사각

관 형상의 구조물이 측면에서 충격하중을 받게 될 때의 충격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낙

하형태의 충격시험 결과를 기술한다.

시편의 고정은 이론해석에서 적용한 경계조건을 가능한 모사할 수 있도록 시편의 

하단 모서리 에지에서 연직방향의 변위만을 구속할 수 있으며, 밑면 전체는 자유인 상

태로 경계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시편을 고정하는 치구의 밑면을 기계가공하여 시편 

하단의 양 에지 만이 핀지지가 되도록 하 다. 이러한 시편의 하단을 핀지지로 고정할 

수 있는 고정치구의 개략을 그림 6.1.3에 도시하 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윗면에서 

시편에 충격을 가할 때 시편의 밑면은 연직방향의 변위는 구속하지만 횡방향의 변위는 

자유인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고정치구를 로울러 베어링을 사용하여 시편의 양 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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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하 다. 이 사각관의 충격시험을 위해 고정치구를 사용하여 고정한 상태를 사진 

2.3에 나타내었다. 또한 충격해머의 충격은 시편의 상단 면에 균일한 충격하중이 가해

질 수 있도록 해머의 하단 충격면이 평면을 유지하도록 하 다.

또한 시편하단의 경계조건을 고정조건을 구현하기 위해 사각관 하단 양 에지를 

시편 고정치구와 용접하 다. 용접은 TIG 용접방법을 사용하여 하단 양 에지의 관 길

이 전체를 시편 고정치구에 용접하 으며, 사각관 □50×50-L50인 고정조건의 시편 및 

고정치구와의 용접상태를 그림 6.1.4에 나타내었다.

그림 6.1.5에는 해머의 초기 낙하높이에 의한 최대 충격속도 대 최대 충격가속도

를 나타내고 있으며, 관의 크기 □50×50-L50인 경우 초기 충격속도 1.01 m/sec에서 

최대 가속도 20.135 g(197.4 m/sec2)를 나타내고, 그 이후에는 초기 충격속도가 증가

함에도 오히려 최대 충격가속도는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임계 충격속도

라 평가하 으며, 이 충격속도에서 사각관의 소성 좌굴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

다[6.1.4 & 6.1.5].

그림 6.1.6에는 고정조건을 모사하기 위해 사각관의 하단 양 에지들을 시편 고정

치구와 용접한 경우의 충격시험으로부터 얻은 충격속도 대 최대 충격가속도를 도시한 

것이다. 데이터에 포함된 고주파 성분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는 핀지지 조건

의 사각관에 대한 시험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 다. 핀지지 사각관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하한치 필터링을 수행한 후의 사각관 □50×50-L50에 대한 최대 충격가속도는 

31.62 g(310.1 m/sec2)이었으며, 다른 가속도계로부터 얻은 신호를 적분하여 구한 임

계 충격속도는 핀지지 조건의 경우 1.01 m/sec인데 비해 0.73 m/sec로 핀지지의 약 72 

%로 나타났다. 또한 해머가 구조물에 충격을 가하는 충격 유지시간은 핀지지 조건의 

경우 약 8 ms인데 비해 약 5 ms이었다.

따라서 사각관 하단을 고정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핀지지 조건보다 작은 충격속도

에서 좌굴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충격 유지시간도 고정조건의 경우가 핀지지 

조건의 경우보다 작았다. 이것은 사각관이 측면에서 충격하중을 받게 될 때 관의 하단

에서 주로 이 충격하중을 흡수하게 되며 하단의 에지들이 고정되게 되면 이 충격흡수 

능력이 떨어져 동일한 질량의 해머에 의해 충격을 받는 경우 작은 충격속도에도 관내

에 좌굴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사각관의 측면충격에 의한 임계 충격속도를 제고하

기 위해서는 관의 하단을 고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핀지지 조건으로 하는 것이 구조물

의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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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낙하식 충격시험기 개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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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충격시험 데이터 수집 및 분석프로그램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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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핀지지 경계조건을 모사하기 위한 시편 고정치구 및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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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 고정지지 경계조건을 모사하기 위한 시편 고정치구

및 □50×50-L50 사각관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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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핀지지 경계조건에서 충격시험으로부터 얻은

□50×50-L50 사각관 시편의 충격속도에 따른 최대 충격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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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 고정지지 경계조선 하에서 충격시험으로부터 얻은

임계 낙하높이에서의 □50×50-L50 사각관 시편의 충격가속도 이력



- 246 -

   (2) 최종모형 격자체 시편

주후보 부분격자체 시편은 그 기하학적 형상이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시편을 

그 기하학적 형상의 균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비접촉식 3차원 측정기를 사용하여 시편

의 주요부위 치수를 정 측정하 다. 시험 데이터의 평가를 위해 두 가지의 5×5셀 부

분 격자체 시편 4개를 충격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데이터는 시험으로부터 얻은 시험

데이터를 ORIGIN[6.1.3]을 통하여 분석을 하 다.

주후보 격자체시편 2종에 대해 낙하식 충격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여 표 

6.1.1에 정리하 다. 최적화 H형 5×5셀 격자체의 임계 충격가속도는 10.85 에서 

12.63 g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산술평균해 보면 최적화 H형 격자체의 경우 11.42 g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새 이중판노즐형 격자체 시편의 경우는 11.47 에서 16.11 g

를 나타내고 있으며, H형 격자체와 마찬가지로 산술평균한 결과 14.46 g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최적화 H형 격자체의 경우 셀 피치가 맞는 외부격자판을 제조하지 못해 

셀 피치가 적합한 W의 외부격자판을 적절한 셀 수를 갖도록 와이어로 절단하여 이를 

외부격자판으로 사용하 으며, 또한 내부격자판과 외부격자판간의 레이저 용접이 엄

히 수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격자체 자체의 강성에 문제점을 노출하 다. 따라서 현재 

셀 피치가 일치하는 외부격자판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을 설계하고 외부격자판을 제조

하여 격자체 시편을 수정하여 제작하고 있다.

그림 6.1.7에는 주후보 격자체 시편 2종의 충격시험 결과와 참조용 격자체인 W의 

V5H 격자체와 충격력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새 이중판노즐형 격자체의 경우 V5H 

격자체보다는 임계 충격력이 약간 낮았으나 격자판의 높이가 V5H에 비해 작은 것을 고

려하면 참조용 격자체에 비해 대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적화 H형 격자체는 

앞에서도 언급하 듯이 내부격자판간의 용접 및 내부격자판과 외부격자판간의 용접이 

불량하게 되어 격자체의 기계적 강도에는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를 수정하여 

격자체 시편을 제조하여 성능검증시험을 재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시편간의 편차가 다른 격자체 시편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은 시편의 제조상

태가 균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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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충격시험에 의한 최종모형 5×5셀 부분 격자체 시편의 충격특성

격자체 형 vcr (m/sec) acr (g) Pcr (N) t (ms)

최적화 H형 0.53 11.42 2632 8

새 이중판노즐형 0.64 14.46 3332 7

Doublet Optimized H V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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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t'l : Zry-4

P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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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Type

그림 6.1.7 낙하식 충격시험에 의한 최종모형 5×5셀 부분 격자체의

임계 충격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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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지격자 스프링/딤플의 형상최적화 및 격자체 충격해석 모델기법 개발

  가. 지지격자 스프링의 형상최적화

   (1) 개요

스프링/딤플의 형상최적화와 관련하여 지지격자 내에서 이들 지지부의 기능과 역

할을 파악하고 각각의 역할을 구속조건과 목적함수로 설정하는 해석기법을 확정하

고, 지지격자 후보모형 중 하나인 X형 스프링에 대한 공리적 최적설계를 수행하여 형

상을 개선하 다. 여기서 공리(axiom)란 기능 요구조건과 설계 파라미터들 간의 관계

를 말한다. 이러한 기능 요구조건과 설계 파라미터들간의 관계를 분리(decoupled)할 

수만 있다면 하나의 기능 요구조건으로 하나의 설계 파라미터를 결정지을 수 있게 된

다. 따라서 지지격자 설계를 위해 요구되는 모든 기능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지

지격자 형상을 이 공리개념을 적용하여 도출하 다.

   (2) 최적화기법 및 도구(tool)

지지격자체의 스프링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므로 자동설계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정의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림 6.2.1는 설계 프로세스의 흐름을 정의하

다.  어떤 단계에서는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설계 방법이 

또 다른 단계에서는 수학적 방법의 최적화가 매우 효율적일 수 있다[6.2.1]. 그림 

6.2.1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처음에  지지격자 스프링은 공학적 직감에 의해 설계되고 이 단계가 개념설계 단

계이다.  보통 수치적 최적화를 사용한 설계에서는 과감한 형상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며 여러 가지 과감한 형상의 변화는 이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단

계에서는 앞 절에서 이야기한 설계요구 조건의 정확한 해법 보다는 프레팅이나 열수력

적인 면을 대략적으로 고려하여 스프링과 연료봉의 접촉 부의 형상, 유체유동 베인, 

유체수로 등에 주안점을 두어 고유형상을 스케치하고 해석과정을 반복과 설계요구조건

에 근접된 형상을 시행착오를 거쳐 설계한다.  

이러한 개념설계에서 구해진 스프링은 형상 최적화[6.2.2, 6.2.3] 과정통해 최적

화되고 설계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최종형상을 얻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설계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2가지 설계방법을 통하여 최적화를 수행한다.  먼저 지금까지 구조최

적 설계분야에서 잘 정립되어져 있고 사용하기에 간편한 최적화 도구를 선정하여 간편

하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선형범위(linear range)에서 스프링의 선형화를 위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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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를 하 다.  이를 위하여 GENESIS 6.0[6.2.4]이 사용되었다.  이 최적화 도구는 

선형 구조해석기와 최적화 프로그램이 동시에 내장되어 특별히 구조해석기와 최적화 

프로그램 사이에 인터페이스의 설계 없이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형상 최

적화를 위하여 도메인이라는 형상 요소로 베지에르 커브 등의 특별한 사용자 정의가 

없이도 손쉽게 형상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하여 제시된 설

계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면 설계방법 2에 의하여 스프링의 비선형성을 줄이면서 

제한조건을 만족하는 최적화 과정을 수행하 다.  이를 위하여 비선형 구조해석기로 

ABAQUS 6.2가 최적화 프로그램으로 Visual 2.1[6.2.5]을 사용하 다.  현재까지 비선

형 해석기와 최적화 프로그램이 동시에 탑재된 상용 구조최적설계 소프트웨어는 없다.  

상용 최적화 프로그램인 Visual 2.1은  최적화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DOT 최신 버전

을 탑재하고 최근의 대부분의 최적화 프로그램이 그렇듯이 GUI환경에서 ABAQUS와 간편

하게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설명한 GNESIS의 형상최적화 기법인 

도 메인 요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사용하여 GENESIS-Visual-ABAQUS의 구

조 최적화 방법을 이룩하 다.

   (3) 최적화 결과

    (가) 이중판형 지지격자 스프링

그림 6.2.2에서 알 수 있듯이 이중판형 지지격자는 딤플을 가지지 않고 스프링을 

2겹으로 겹쳐 접고 그사이에 열수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로를 만든 형상을 하고 있

다.  개념 설계단계에서 스프링의 강성을 낮추기 위하여 스프링의 양 옆에 슬롯을 두

었다. 해석의 시간을 고려하여 1/2 대칭만을 고려하 으며 매끄러운 형상의 변화를 위

하여  12개의 4절점 평면 도메인 요소를 사용하 으며 3개의 교란벡터를 필요한 도메

인 요소에 적용하 다.  슬롯의 폭, 양쪽 길이로 3개의 설계변수가 선정되었다. 그림 

6.2.3에 설계변수 및 설계 도메인을 도시 하 다.

먼저 설계방법 1[6.2.6]에 의하여 최대응력을 최소화하여 스프링을 탄성 역에서 

거동하는 식을 정식화를 하고 GENESIS를 이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하 다. 그림 6.2.4에 

최적화 결과를 도시하 다.  스프링은 최적화 된 후에도 항복응력을 훨씬 초과하여 

0.4mm의 변형이 생기기전에 이미 탄성 역을 벗어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스프링

은 다음 단계의 소성을 고려한 최적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방법 2에서는 스프링이 탄성 거동을 넘어 국부적 소성을 보이더라도 설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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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건을 만족하는 설계를 수행하고자 한다.  설계방법 2를 위한 식이 정식화되었다.  

이 문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최적설계-최적화 프로그램 사이의 인터페이스가 구축

되었고 스프링 형상의 효율적인 변화를 위하여 설계방법 1에서 사용되었던 스프링 형

상 데이터와 도메인 요소, 설계변수가 그대로 적용되었다.  VisualDOC-ABAQUS를 이용

한 최적화가 수행되었다. 그림 6.2.5는 최적화 수행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목적함

수,설계변수의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적화 수행 후 유한 요소의 변화된 

형상을 그림 6.2.6에서 보여주고 있다.  최적화 수행 결과를 표 6.2.1에 나타내었다.

그림 6.2.7에서 알 수 있듯이 설계전의 스프링의 특성은 제시한 설계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 하고 있지만 최적화 후 스프링의 특성은 그 설계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최적화된 스프링의 강성이 과도 변형이 없을 경우 187.5 N/mm이고 최대의 과도변형이 

0.4 mm까지라고 생각할 때 125 N/mm로 연료봉이 장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

존의 스프링보다는 약간 더 강한 특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외국의 지지격자 스프링의 

강성이 600 N/mm를 넘는 것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최적화된 스프링의 강성은 비교적 프

레팅 마멸등의 고강성으로 인한 문제에 잘 적응할 것으로 보여진다.

    (나) 입술형(LIPS) 지지격자 스프링

입술형(Lips type) 지지격자는 그림 6.2.8에서처럼 스프링과 딤플로 구성되어 있

고 딤플과 접촉하는 연료봉을 스프링이 지지하게 된다.  이 경우 딤플은 스프링에 비

해 매우 큰 강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료봉의 삽입에 의해 스프링만 상대적으로 변형하

게 된다.  따라서 입술형 스프링은 핵연료 집합체 내에서 알맞은 성능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스프링의 특성은 최적화되어야 한다.

입술형 스프링은 4개의 스프링 팔을 가지고 중앙부에 연료봉과의 접촉을 향상시

키기 위해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  스프링은 바로 스프링의 팔의 길이와 폭등의 형상

을 최적화하여 설계요구조건에 알맞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매끄러운 형상의 변화를 

17개의 4절점 평면 도메인 요소가 사용되었으며 그림 6.2.9과 같이 4개의 교란벡터를 

이용한 설계 변수가 선정되었다.  

앞서 설명한 이중판 스프링과 같이 설계방법 1에 의한 탄성 역에서의 최대응력

을 최소화하는 형상최적화가 수행되었고 그 결과에서 스프링의 응력이 0.4 mm의 과도 

변형이 생기기전에 이미 탄성 한계인 항복강도 344.3 MPa을 넘어 갔다.  따라서 다음 

설계단계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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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방법 2에서는 이중판 스프링과 같은 방법으로 형상 최적화를 수행하 으며 

그 결과가 설계초기의 값과 함께 그림 6.2.10에 나타나 있다.  설계과정에서 설계 민

감도를 위하여 총 36번의 해석이 이루어졌으며 소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목적함수도 27

에서 22.36으로 줄어 들었으며 초기에 만족하지 못 했던 설계요구 조건 또한 최적화 

후에 만족하고 있다. 그림 6.2.11과 표 6.2.2에 그 결과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최적

화 문제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스프링 강성은 최대 575 N/mm에서 125 N/mm로 매우 강

해 스프링의 고강성으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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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1 이중판형 스프링 최적화 결과

Design Variables
Initial 

Design

Lower  

Limit

Optimal 

Design
Upper  Limit

Design 

Variable 

Number

1(front)

2(tail)

3(top)

-2

0

0

-3

-3

-0.5

-2.44

-0.33

-0.5

3

3

1

Objective Function 

Value 
58.52 39.81

표 6.2.2 입술형 지지격자 스프링의 최적화 결과

Design Variables Initial 

Design

LOWER 

BOUNDS

Optimal 

Design

UPPER 

BOUNDS

Design 

Variable 

1

2

3

4

-2.0

0.0

0.0

0.0

-3.0

0.0

-1.914

0.400

3.0

2.0

Objective Function 

Value
27.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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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 정의된 설계 프로세스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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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 이중판형 지지격자 스프링 및 강체 연료봉 모델링

그림 6.2.3 이중판형 스프링의 최적화를 위한 설계 도메인

그림 6.2.4 이중판형 스프링에 대한 설계방법 1에 의한

최적화 후 등가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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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목적함수의 변화추이

(b) 설계변수의 변화 추이

그림 6.2.5 최적화 수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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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6 최적화 수행 전․후의 이중판 스프링의 형상 변화

그림 6.2.7 이중판형 지지격자 스프링의 최적화 후 특성곡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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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8 입술형 지지격자 스프링 및 강체 연료봉 모델링

그림 6.2.9 입술형 지지격자 스프링의 형상최적화를 위한 설계변수

그림 6.2.10 입술형 지지격자 스프링의 최적화 수행 후

특성곡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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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1 최적화 후의 입술형 지지격자 스프링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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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격자체 충격해석 모델기법

   (1) 개요

격자체의 충격해석은 격자판들이 서로 끼워진 상태에서 그 교차점들을 용접하여 

이루어지므로 교차부의 용접부를 제외한 슬릿부분은 그 자유도들이 서로 자유로이 변

형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슬릿부분을 그 자유도를 구속하지 않고 단지 용접하

여 강체운동을 하는 절점들만을 서로 구속시키고, 내부격자판간의 접촉은 수직판들과 

수평판 들간의 접촉 면을 설정하고 이러한 판들이 서로 통과(penetration)할 수 없는 

접촉조건을 정의하여 모델을 작성하 다. 이 모델에 가해지는 동하중은 격자체에 접하

는 강체요소에 초기 속도를 부여하고 이 강체의 초기속도로 인해 모델에서 발생하는 

반력이 격자체가 받게 되는 충격력이라 평가하고 그 결과들을 낙하식 및 진자식 충격

시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해석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2) 해석모델 개발

접촉의 형태는 물체들 간의 운동에 의한 접촉, 구조물의 붕괴 과정에서의 접촉 

등이 있다. 충격실험을 위한 모델의 경우 해머와 시편과의 접촉이 발생한다.  접촉을 

고려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첫째는 두 물체가 접촉하

다가 분리되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접촉면을 탐색하는 것이고,  

둘째는 어떠한 배치에서도 두 물체가 서로를 관통할 수 없다는 불 침투 조건을 적용하

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접촉면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Hallquist등이 제안한 주종탐색법

(Master-slave method)과 Belytschko등이 제안한 Pin ball 알고리즘 등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주종탐색법을 사용하 다. 불침투조건을 위해서는 라그랑지 승수법과 벌칙함

수법(penalty method)이 있으며, 두 방법은 해의 정확성과 계산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벌칙함수법은 어느 정도 계산의 정확성을 확보하면서 효율

성면에서 라그랑지 승수법에 비해 더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6.2.7], 본 연

구에서는 벌칙함수법을 사용하 다.

   (3) 해석결과

실험과 마찬가지로 충격해석에서도 임계충격하중을 선정하기위해 그림 6.2.12와 

그림 6.2.13과 같이 각각의 초기속도 증가에 따라 최대가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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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나타내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의 경우 대체로 일정하게 증가하다 어느 지점 

이후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결과 그래프로부터 임계충격하중을 얻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해석의 경우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고 그 증가세가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며 미세하게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이상적인 경우라면 안정 하중경로와 

불안정 하중경로의 분기점이 명확하나 격자체의 경우 그 분기점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

다. 때문에 해석 결과로부터 적절한 임계 충격 하중점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제 1 안 : 최초로 분기되어져 나오는 순간을 임계충격하중로 정한다.

제 2 안 : 초기의 안정적인 시스템의 하중 경로와 불안정 시스템의 하중 

경로를 이상적인 붕괴경로로 표현 할 때 분기시점에서의 불안정 시스템의 

하중을 임계충격하중으로 정한다.

그림 6.2.12의 우측에 나타낸 그림으로부터 최적화 H형 5×5셀 부분 격자체의 임

계충격강도를 제 1안의 결과는 7050 N으로  제 2 안의 결과는 8225 N로 결정할 수 있

다. 그리고 그림 6.2.13의 우측에 나타낸 그림으로부터 이중판형 5×5셀 부분 격자체

의 경우 제 1 안의 결과는 8225 N으로, 제 2 안의 결과는 9400 N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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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2 최적화 H형 5×5셀 부분 격자체의

초기 충돌속도에 따른 최대가속도

그림 6.2.13 이중판노즐형 5×5셀 부분 격자체의

초기 충돌속도에 따른 최대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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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료봉 유동유기진동 실험 루우프 상세 설계

 가.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로 내의 냉각제 유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핵연료 봉의 진동으로(유동유기진

동; Flow-induced Vibration) 핵연료 봉은 지지격자와 상대운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상대운동에 의해 프레팅 마모가 발생되며 심한 경우에 핵연료 봉을 손상시키기도 한

다. 핵연료의 기계/구조적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기술의 일환으로 핵연료가 

노심에 장전되어 연소되는 전 수명기간 동안에 지지격자체의 각 격자 공간 내에서 연

료봉이 건전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건전성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해석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유동유기진동으로 발생되는 원자로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미국 캐나다 등 

원전 선진국들은 유체유발진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설계에 반 하고 있으며 유체

유발진동의 주요인자와 설계여유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

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전성의 분석은 이론적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각종 실험 계수를 

활용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험 루우프의 설치가 요구된다. 유동유기진동과 관련된 

적절한 실험 루우프를 설계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것은 실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검

증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핵연료의 유동유기진동 문제는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실험루우프와 

같은 기반 장비는 꼭 필요하다.  핵연료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최적화된 

실험 루우프를 구비하며 이를 사용하여 핵연료의 동적 거동을 고찰하며 핵연료가 안정

성을 잃는 유체의 임계 유속을 예측하여 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나.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핵연료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최적화된 실험 루우프가 필요하며 이

를 사용하여 핵연료의 동적 거동을 고찰하며 핵연료가 안정성을 잃는 유체의 임계 유

속을 예측하여 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료봉은 유동에 의한 기저 진동

은 주로 난류에 의하여 발생되며 와류 등에 의한 공명 현상에 의하여 일정 유속 범위

에서 진동의 진폭이 커지게 된다. 유체의 탄성에 의하여 임계 유속 이상에서 진동의 

진폭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연료봉의 건전성을 검토하고 실험의 결과를 향후 핵연

료 설계에 반 하기 위한 실험 루우프의 개념 설계를 수행하는 본 과제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즉, (1) 유동유기진동 메커니즘 분석 및 주요 실험 계수 도출, (2) 

기존 실험 루우프의 검토 및 실험 루우프 설계상의 고려사항 도출 및 (3) 실험 루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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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설계 사양을 결정하는 것이다. 

  다. 연구개발결과 

   (1) 유동유기진동 메커니즘 분석 및 주요 실험 계수 도출

 신형 핵연료 집합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유동유기진동의 주요 원인과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중요한 실험 계수 등을 제시하 다. 이를 위하여 현재 유동유기진동과 관련

하여 설계에 반 되고 있는 자료를 분석하 다. 유동유기진동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과 

연계된 무차원 변수를 소개하 으며 이는 모의 실험을 수행할 때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분석 자료를 토대로 연료봉의 유동유기진동 예비분석을 2.3절에 소개하 다.  

   (2)  기존 실험 루우프의 검토 및 실험 루우프 설계상의 고려사항 도출

 유동유기진동과 관련하여 기존의 여러 가지 실험 루우프를 검토하고 실험 장치

를 구비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 다. 비교적 간단하고 작은 경비로서 연

료봉의 유동유기진동 관련하여 여러 가지 기초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루우프는 웨스

팅하우스의 VISTA 실험 루우프가 적절하 다. VISTA 실험 루우프를 기반으로 하여 여

러 가지 설계 고려 사항을 도출하고 실험 루우프의 설계 개선 사항을 제시하 다. 특

히 섭동 압력 측정상의 주의 사항과 연료봉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공명현상에 의한 부가

적인 진동을 예측하 다. 이는 실험을 통하여 얻은 신호를 분석하는데에 귀중한 자료

가 될 것이다. 

   (3) 실험 루우프 개념 설계 사양 결정

 실험 방법과 설계상의 고려사항 등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루우프의 개념 설계

를 수행하 으며 실제 핵연료에 발생되는 유동유기진동의 임계유속을 어림적으로 계산

하고 기존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실험 루우프의 유량 범위를 결정하 다. 실험 루우프

에 설치될 펌프, 수조, 열교환기 등 주요 기기의 선정 조건 등을 분석하고 주요 사양

을 3.3절에 제시하 다.

  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실험 루우프를 사용하여 핵연료 봉의 임계유속을 예측하며 유동유기진동 현상

을 규명하고 차후에 유동유기진동과 관련하여 설계자료로서 사용되는 감쇠 계수, 유체

탄성불안정 계수, 난류유동의 auto-spectral density 및 joint acceptance 등을 연구

하여야 한다. 실험 루우프를 적절히 변형하면 제어봉 및 증기 발생기의 유동유기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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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유동유기진동의 구조를 이해

하고 나아가서는 이론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되며 기술 선진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새로 개발된 핵연료봉 지지구조물의 진동시험을 통하여 거동해석 및 동

적 모형의 검증을 수행함으로서, 핵 발전설비분야의 신제품들에 대한 검증시험 기술을 

축적할 수 있다. 유동유기진동에 대한 국내 기술이 확립되면 유동유기진동과 관련하여 

원자로에 사고가 발생하 을 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진동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유체유발진동과 관련하여 우리의 독자적인 해석 고유 모델을 보완하고 가동 원전

의 관 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 가능한 기초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동장에 놓인 관군에 대한 적절한 실험 

루우프가 설계되고 이를 활용하여 유체유발진동 해석에 사용되는 각종 실험계수를 우

리 스스로 도출하는 것은 기술 자립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3자 코드(PIPO 

등)를 사용하여 유체유발진동 건전성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구조물의 

안정성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측면에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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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핵연료집합체의 유한요소 진동해석

   가.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유수의 핵연료회사에서도 핵연료집합체를 설계하거

나 핵연료집합체가 존재하는 원자로의 냉각수 상실사고(Loss of Coolant Accident) 등

을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핵연료집합체를 모델링하고 있

다. 첫째, 핵연료를 하나의 보로 모사하는 개략적(coarse)인 모델링 방법이 있고, 둘

째, 모든 핵연료봉을 대표하도록 물성을 맞춘 연료봉 2개를 지지격자와 마찰 요소로 

연결시킨, 다소 자세한 모델링 방법이 있다. 어느 경우에서나 단면이 사각형인 핵연료

의 면 방향으로 좌표축을 설정하고 설정된 축 방향으로 대칭성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내진이 발생하여 핵연료가 진동을 한다고 할 때 설정된 축 방향으로 진동변위가 발생

한다고 가정하고 2차원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가정은 사실 상당한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지만 핵연료의 진동모드가 설정된 두 축 사이로, 즉 대각선 방향으로 발생한

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2차원 해석모델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한편 원자로내 핵연료집합체의 핵연료봉은 지지격자 스프링으로 연속 지지되는 

형태로 연소되는데 봉 주위를 빠르게 지나가는 냉각수의 유동으로 진동(유체유발진동)

이 발생하게 된다. 핵연료봉에 발생하는 이러한 진동에 의해 핵연료봉과 지지격자 스

프링 혹은 핵연료봉과 딤플 사이에 상대운동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상대운동에 의해 

크던 작던 프레팅 마멸현상이 생기게 되며, 아주 드물게는 핵연료봉이 손상되기도 한

다. 이러한 프레팅 마멸현상은 스프링으로 지지된 핵연료봉의 진동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핵연료봉의 유체유발진동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핵연료봉

에 발생하는 유체유발진동 현상은 고유진동 특성을 갖는 보에 발생하는 힘기인 진동현

상으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일 연료봉으로 관심 역을 좁히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렇지만 엄 히 핵연료봉은 다발로 묶여서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기 

때문에 전체 핵연료집합체의 진동현상으로부터 단일 핵연료봉의 진동현상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가능한 지의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핵연료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전체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유한요소모델을 구축하는 일과 이러한 전체 모델의 진동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단순한 

구조를 갖는 간략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향후 핵연료부품을 개발하거나 설계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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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하 다. 

(1) 부분 핵연료집합체의 진동해석용 유한요소해석 모델 개발

(2) 안내관 개수와 위치에 따른 동특성 변화 연구

(3) 핵연료집합체의 간략화 모델 개발

(4) 유동루프내 부분핵연료집합체의 지지방법 자문

이러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는 다음연도에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연구항목의 

조정이 다소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연구개발결과 

일차년도의 연구결과로 16×16 kOFA연료에 대한 상세 유한요소모델이 개발되었

다. 개발된 모델은 모 과제와 같이 핵연료집합체를 IDEAS로 3차원 모델링한 후 ABAQUS

를 이용하여 해석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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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당초의 연구목표 대비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연구연도 연구목표 달성도(%)

1차년도('00)

• 지지격자 유력후보모형에 대한 기계/구조적

   상세특성 비교시험 수행

   - 유력후보모형 설계 및 격자판/격자체 시편

     제조

   - 기계/구조적 상세특성비교시험

   - 추가모형 성능분석

   - 시험결과 평가

   - 2차 유력후보 형상 선정

• 지지격자 기계/구조적 건전성 관련 기반기술

   기초 확립

100

2차년도('01)

• 지지격자 유력후보모형에 대한 기계/구조적

   상세특성시험 수행완료

   - 격자체 설계 및 시편제조

   - 기계/구조적 상세특성시험수행

   - 시험결과 평가

   - 최종격자 형상 결정

• 지지격자 기계/구조적 건전성 관련 기반기술

   확립

100

3차년도('02)

• 지지격자 모형에 대한 기계/구조적 상세특성

   시험 수행완료

   - 최종모형에 대한 특성시험 및 평가

   - 추가모형에 대한 특성시험 및 평가

   - FIV 시험용 시험봉 및 부분집합체 제작

• 기본형 고유 지지격자 확정 및 Full Array

   (16x16형) 격자 시편제조

• 기계/구조적 건전성 관련 기반기술 검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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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지격자 형상도출 및 설계

과제 1단계(1997. 7.-1999.3.)에서 도출된 고유 지지격자 후보모형 5종과 상용 

지지격자에 대한 성능비교시험을 통해 성능이 우수한 고유 지지격자 형상 2종을 1차 

유력 지지격자 후보로 선정하 고 과제 2단계(1999. 4.-2003.3.)에서는 성능비교시험

에서의 개선사항을 반 한 지지격자 형상 2종(2차 유력후보 혹은 주후보로 칭함)을 도

출하고 국내‧외에 특허를 출원하 다. 주후보 지지격자 2종과 상용 지지격자 1종, 상

용으로 개발중인 개량연료 지지격자 1종에 대한 기계/구조적 상세성능시험을 수행하고 

성능극대화를 위한 체계적인 형상최적설계를 수행하여 얻은 결과를 고유 지지격자 최

종형상 확정에 반 하고, 고유 지지격자 최종형상 2종을 국내 및 미국에 특허 출원하

다. 고유 지지격자 최종형상 I형은 2000/2001년 미국 및 대한민국에 특허가 등록된 

H형 스프링 부착 지지격자에 근간을 둔 것인데 연료봉을 감싸는 형상인 ‘Contoured 

Contact Shape’의 스프링 및 딤플 형상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초기 H형 스프

링의 탄성변형한계를 확장시키며 연료봉 장입후에 스프링이 변형되어 스프링과 연료봉

간의 접촉형상이 변하고 접촉면적이 감소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호몰로지 기법과 최

적설계기법을 이용하여 H형 스프링 지지부와 접촉부 형상에 대한 형상최적설계를 수행

하여 확정된 것이다. 고유 지지격자 최종형상 II형은 국내 핵연료 구조부품 개발 역사

상 처음으로 2000년에 미국 및 대한민국에 특허가 등록된 이중판 노즐형 지지격자에 

근간을 둔 것인데 스프링의 강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스프링 양편에 slot을 두

는 형상으로 설계변경(최적설계 포함)하여 스프링 강성이 설계자 의도대로 완화되고 

접촉면에서 마멸특성도 크게 향상시킨 것이다. 한편 연료봉을 감싸는 스프링 및 딤플

의 형상을 ‘Contoured Contact Shape’로 지향하면서 소금쟁이 다리 모양의 스프링 지

지부를 갖는 소위 입술형(Lips- type) 지지격자를 추가로 고안하고 설계하여 국내‧외

에 산업재산권을 출원하 다.

이상을 요약하면 2단계에서는 기계/구조적 관점에서의 고유 지지격자 최종형상 2

종과 추가형상 1종 등 총 3종의 고유 지지격자 형상을 도출하고 국내‧외에 산업재산권

을 출원하 는데 최종형상의 고유 지지격자와 상용 핵연료에 적용된 참조용 지지격자

와의 성능비교를 통해 최종형상 고유 지지격자의 성능이 비교우위임을 확인하 다. 또

한 다중스프링 부착 지지격자가 미국에 특허등록되고 H형 스프링부착 지지격자가 국내

에 특허등록되었으며 최적화 H형 스프링 부착 지지격자가 국내에 실용신안이 등록되었

다. 또한 지지격자 스프링이 혼합날개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도록 고안된 소위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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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 지지격자도 미국 및 대한민국 특허를 획득하 다.

2. 지지격자체 시편제작

상세성능시험을 위해서 주후보 지지격자 2종, 상용 지지격자 1종, 상용으로 개발

중인 최신 개량 지지격자 1종에 대하여 스프링 격자판과 5x5형 부분격자체 200여 sets

를 제작하 고 지지격자체의 구조강도 해석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Full array(16x16

형) 지지격자체의 1/4부분인 8x8형 부분격자체 40 sets 그리고 Full array 격자체 20 

sets를 제조하 으며 추가 고안된 지지격자(LIPS형 지지격자)에 대하여 스프링 특성시

험용 격자판 스프링과 5x5형 부분격자체 제조용 격자판을 제작하 다. 한편 5x5형 부

분집합체의 유체유발진동시험을 위해서 고유 지지격자 최종형상 I형의 5x5형 부분격자

체와 상용 부품을 사용하여 한전원자력연료(주)의 공정으로 길이 2m인 5x5형 부분집합

체를 제작하 다. 또한 최종형상 고유 지지격자 2종에 대하여 산업체(KNFC)가 주관하

는 상용화 대비시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7x7형 격자체 70set를 제조하여 산업체에 제공

하 다. 한편 시편제작 과정에서 시편 설계 및 제작도면 61종과 격자판 제조시방서와 

격자체 용접시방서 15종을 생산하 다. 

3. 시험장치 구축 및 시험기술 확립

 가. 격자체의 진자식 충격시험장치

상온 뿐만 아니라 고온(핵연료 운전온도로 약 320 ℃)에서 지지격자체에 대한 진

자식 충격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장치와 노(Furnace)를 구축하고 시험절차서를 작

성하 다. 구축된 시험장치와 시험기술을 이용하여 고유 지지격자 최종형상 부분격자

체에 대하여 상온 및 고온에서의 충격시험을 수행하 다.

 나. 연료봉 진동시험장치 및 부분집합체의 유체유발진동(FIV) 시험장치 구축

단일 연료봉의 진동시험과 앞으로 수행할 5x5형 부분집합체의 진동시험에 사용할 

시험장치 및 데이터 취득장비도 구축하 다. 또한 5x5형 부분집합체의 유체유발시험을 

수행할 유동루프를 설계하고 구축하 다.

 다. 격자판 및 격자단위 프레팅마멸 시험장치 구축

지지격자 스프링과 연료봉이 접촉된 상태에서 연료봉의 축 방향과 반경 방향으로

의 진동에 의한 미끄럼마멸 시험(격자판 단위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온 공기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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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점 이하의 수중에서 시험이 가능한 장비를 설계/제작하 고 국내 특허 출원하

다. 이와는 별도로 지지격자 스프링/딤플과 핵연료봉 사이에 간격이 있을 경우를 모사

할 수 있는 격자단위의 미끄럼/충격 프레팅마멸 시험장비를 설계/제작하 다.

4. 특성시험

 가. 원자재 인장시험

지지격자 지지부(스프링 및 딤플) 특성 및 격자체 좌굴 및 충격특성 해석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냉간가공 및 열처리된 지지격자 스트랩 원자재에 대한 인장

시험을 수행하여 원자재의 진 응력-진 변형률 선도를 생산하 다.

 나. 지지격자 지지부 특성시험

지지격자 지지부의 특성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특성시험 절차를 수립하 고, 격자

판 상태에서의 지지격자 지지부 특성시험 장치를 구축하여 고유 지지격자 및 참조용 

지지격자의 지지부 특성시험에 활용하 다.

 다. 스프링 피로시험

지지격자 스프링이 노내에 장전되어 받게 되는 피로하중 상태에서 스프링의 건전

성 여부를 일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피로특성 시험장치를 구축하고 시험절차를 확

립하 으며, 구축된 시설과 기술을 이용하여 최종형상 고유 지지격자 I형의 스프링에 

대한 피로시험을 수행하 다.

 라. 격자체 정적 좌굴시험

선정된 최종형상 고유 지지격자 2종과 참조용 지지격자 2종의 5x5형 부분격자체

(각 4개씩의 시편)에 대하여 상온 정적 좌굴시험을 수행하고 격자체의 임계 좌굴강도 

및 강성을 구하 다.

 마. 격자체 낙하식 및 진자식 충격시험

선정된 최종형상 고유 지지격자 2종과 참조용 지지격자 2종의 부분격자체에 대하

여 상온에서 격자체의 낙하식 충격시험을 수행하 다. 또한 구축된 진자식 충격시험장

치를 이용하여 상온 및 고온에서 격자체 충격특성시험을 수행하 다.

 바. 고안된 지지격자 스프링의 프레팅마멸 저항성 시험

고유 지지격자 및 참조용 지지격자에 대하여 지지격자 스프링과 연료봉이 접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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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연료봉의 축 방향과 반경 방향으로의 진동에 의한 격자판 단위의 미끄럼마멸 

시험을 수행하 고 이와는 별도로 지지격자 스프링/딤플과 핵연료봉 사이에 간격이 있

을 경우를 모사할 수 있는 격자단위의 미끄럼/충격 프레팅마멸 시험을 수행하 다.

미끄럼마멸 시험결과로서 마멸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임계진폭은 접촉 수직하중에 

의존함을 알 수 있었고 개발된 최적화 H형, 새 이중판 노즐형 스프링의 마멸저항성은 

비교 대상이었던 한국표준 원전용 개량핵연료 지지격자 스프링의 마멸저항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끄럼/충격 프레팅마멸 시험에서는 새 이중판 노즐형 스프

링이 충격접촉에 의한 마멸저항성이 다소 우수하 다.

5. 해석기술 연구

 가. 스프링 탄․소성 해석기술

냉간가공 및 열처리된 지지격자 스트랩 원자재의 인장시험결과를 이용하여 고유 

지지격자 지지부들에 대한 탄․소성 해석을 수행하 고 해석결과와 시험결과들과 비교

하여 해석모델의 적합성 및 해석절차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나. 격자체 좌굴 해석기술

격자체 좌굴해석을 위해 5x5형, 8x8형 부분격자체에 대한 3차원 격자체 해석모델

을 작성하 고, 격자판 간의 연결 및 격자체를 구성하기 위해 적용된 레이저 용접부위

를 모델링하여 시험결과를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는 해석기술을 개발하고 이 해석기술

을 이용하여 전체 격자체(Full array)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모델을 작성하 다.

 다. 격자체 충격 해석기술

격자체 좌굴 해석을 위한 3차원 격자체 해석모델을 이용하고 격자체의 동적 충격

특성 해석기술 및 절차를 수립하 고, 신뢰할만한 해석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해

석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해석모델을 정립하 다.

 라. 연료봉 진동해석 및 부분집합체 진동해석기술

넓은 접촉면적을 갖는 지지격자 스프링으로 지지된 연료봉의 진동해석 모델을 개

발하고, 이중판 지지격자로 2점, 5점 및 8점 지지된 연료봉에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근래에 개발되는 지지격자들은 가급적 넓은 접촉면적으로 연료봉을 감싸듯이 

지지하기 때문에 개발된 유한요소모델은 향후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또한 

5x5형 부분집합체의 설계인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부분집합체의 진동해석을 수행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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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설계인자를 부분집합체를 제작에 반 하 다.

 마. 굽힘스프링으로 지지된 연료봉의 유체유발진동해석

지지격자 스프링으로 지지되는 연료봉의 유체유발진동해석에 이용할 수 있는 모

델을 개발하 다. 개발된 모델은 단순지지 경계조건을 스프링으로 확장한 해석적인 모

델로서 스팬(span)길이 대비, 스프링 강성 대비 그리고 유속 대비 연료봉의 진동변위

를 계산할 수 있다.

 바. 연료봉/지지부위와의 프레팅마멸기구의 규명 및 해석

연료봉 프레팅마멸 기구를 역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접촉역학과 파괴역학을 

도입하 다. 냉각수 유동에 기인하는 연료봉 프레팅마멸을 발생시키는 인자로서 접촉

면 전단하중을 고려하 으며, 임의방향의 전단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의 접촉면 전단응

력을 구하 다. 이를 위해 수치해석 방법을 개발하 으며 부분미끄럼 문제를 해석하

다. 해석 결과, 접촉면 전단응력장은 하중이력에 의존하는 특징을 가지며 개발된 수치

해석 방법이 접촉면 상의 컴플라이언스 변화를 모사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전단

응력은 전단하중 사이클이 반복될 때 정상상태로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프레팅마멸입자의 형성이 접촉면 마찰에너지 방출 또는 표면 균열성장에 

의한 것이라 할 때, 각각의 경우를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을 구축하 다. 이를 

위해 Hertzian 및 양단이 라운딩된 펀치의 접촉에 의한 전단 응력장를 계산하 으며 

표면 균열의 해석을 위해 탄성파괴역학 파라미터인 응력강도계수를 계산하 다. 특히 

접촉면 전단응력장의 계산을 위해 접촉형상의 표현을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

으며 이로부터 본 과제에서 개발된 최적화 H형 스프링의 코이닝가공에 의한 접촉응

력 변화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 다.

6. 위탁연구

고유 지지격자로 지지된 연료봉의 공기중 및 수중에서의 진동특성시험, 고유 지

지격자 스프링에 대한 형상 최적화 설계 및 격자체 충격해석 기법 연구, 유체유발진동 

시험 장치 개념설계/상세설계, 부분집합체 진동해석 기법 연구 등은 학계, 출연연구소 

등의 전문가에게 위탁연구로 수행하 고 연구결과가 최종형상 지지격자 형상 결정과 

시험장치 구축시에 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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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1. 지지격자 산업재산권 확보

1980년 중반부터 추진된 경수로형 원전연료에 대한 설계/제조기술의 국산화사업 

결과 핵연료 구조부품(상‧하단고정체, 지지격자체)에 대한 설계/제조기술은 2003년 3

월 현재 외국의 선진 핵연료 vendor와 경쟁할 정도로 성장하 으나 지지격자체 개발기

술은 크게 성장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우리의 핵

연료 설계/제조기술 국산화 사업이 통상적인 설계/제조기술 확보 및 외국의 선진 핵연

료 vendor로부터의 기술전수에 치중함으로서 개발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완전히 확보하

지 못하 기 때문이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1986년 이래로 축적되어온 지지격자 설

계 및 설계/제조 연계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의 선진 핵연료 vendor들이 개발한 지지격

자 형상 160여종을 면 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외국의 기술소유권으로부터 침해받지 않

을 것으로 기대되는 독자적인 지지격자 고유형상 14종을 고안하고 국내‧외에 특허를 

출원하면서 지지격자의 기계/구조적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장치 구축, 시험기술 

및 해석기술 확보 등과 같은 원천기술 확보에 노력하 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0년에는 우리나라 핵연료 구조부품 개발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고안한 지지

격자 형상이 미국특허를 획득하 고 2003년 3월 현재까지 총 6종의 지지격자 고유

형상이 대한민국 및 미국의 특허를 획득하고 있다. 앞서 기술하 듯이 새로운 지지

격자가 사용된 핵연료가 새로운 핵연료 Brand로 주창될 만큼 지지격자는 핵연료에서 

중요한 구조부품이며 경제적으로는 지지격자가 전체 핵연료 부품비의 80 % 정도를 차

지하고 있어서 2003년 3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되는 경수원전 16기를 고려하면 연

간 120억원에 상당하는 중요한 구조부품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지격자에 대한 기술소

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향후 우리 Brand의 핵연료 개발시에 고유 지지격자 개발기술을 

활용하면 상강한 금액의 외화절감과 해외로의 핵연료 수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 시편제조기술

1986년 핵연료 설계/제조 국산화사업이 추진된 이래 국내에서 지지격자판을 라이

센스 형태로 제조한 것이 1998년이었다. 본 과제에서는 1997년부터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에서 고안한 고유 지지격자를 제조하기 위한 국내 제조업체 발굴과 격자판 제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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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설계기술, 격자판 제조기술 확보에 노력하 는데 본 과제에서 발굴한 제조업체

가 상용 지지격자의 국내제조를 위한 업체로 선정되어 1998년부터 상용 지지격자

의 지지격자판을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다. 한편 본 과제에서 고안한 고유 지지격자

에 대한 성능시험용 5x5형, 7x7형, 8x8형, 16x16형 격자체를 제조하기 위해 LASER 용

접업체를 선정하는 등 국내의 지지격자 제조기술 확보에 노력하 다.

3. 시험기술

 가. 스프링 지지부 특성 시험기술 및 격자체 충격특성 시험기술

연료봉을 지지하는 지지부 특성 시험기술은 향후 고안되거나 개발될 핵연료 지지

격자의 스프링 및 딤플의 특성파악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격자체 충격특성 시

험기술은 상온 및 고온에서 격자체의 충격특성을 파악하고 지지겨가의 구조성능 자료 

확보에 이용될 수 있다. 

 나. 연료봉 진동시험 및 부분집합체의 유체유발진동(FIV) 시험기술

구축된 연료봉 진동시험 장비 및 기술은 연구소 뿐만 아니라 원전/비원전 산업체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유체유발진동(FIV) 시험을 수행할 유동루프시험장치 및 시험

기술은 국내의 원전연료 개발 및 실증시험 뿐만 아니라 유동기인 진동시험 관련분야에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프레팅 마멸시험기술

구축된 격자판 단위 및 격자 단위의 프레팅마멸 시험장치와 시험기술은 연료봉 

지지부 형상에 따른 지지격자 스프링의 프레팅마멸 경향과 특성파악에 활용될 수 있어

서 향후 고안되거나 개발될 지지격자 스프링 및 딤플의 프레팅 마멸 특성 및 저항성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4. 해석기술

 가. 연료봉 지지부 특성 해석기술 및 격자체 충격특성 해석기술

지지격자 원자재 strap의 인장시험결과를 입력값으로 하여 스프링 및 딤플의 탄‧

소성 특성을 신뢰할 수 있게 예측하는 해석기법은 향후 고안되거나 개발될 지지격자 

스프링 및 딤플의 특성을 시편 제작전에 예측함으로서 연료봉 지지부 형상개선에 이용

될 수 있다. 또한 지지격자 원자재 strap의 인장시험결과를 입력값으로 하고 격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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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부위와 충격시험조건을 적절하게 모사할 수 있는 해석기술은 향후 고안되거나 개

발될 지지격자의 충격특성을 격자체 시편 제작전에 예측할 수 있다. 이 해석기술들은 

지지격자 원자재 strap의 고온 특성자료가 확보되면 원자로 운전조건에서의 지지격자 

지지부의 특성 및 지지격자체 구조특성 파악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연료봉 진동해석 및 5x5형 부분집합체 진동해석 기술

본 연구에서의 연료봉 진동해석기술은 가급적 넓은 접촉면적으로 연료봉을 감싸

듯이 지지하는 지지격자를 개발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 

원전연료집합체의 연료봉 지지는 연료봉의 지지점이 고정되지 않는 스프링이기 때문에 

기존의 단순지지 경계조건으로 진동변위를 예측하는 것은 부정확 할 뿐 아니라 설계관

점에서 보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본 연구에서의 부분

집합체 진동해석기술은 원전연료집합체의 기계설계분야에서 지금까지 쓰이던 단순 해

석모델을 대체할 모델로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다. 연료봉/지지부위와의 프레팅마멸기구 규명 및 해석

연료봉 프레팅마멸기구의 역학적 분석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 다. 이를 위해 접

촉역학과 파괴역학의 응용 방법을 제안하 으므로 향후 유사한 형태의 문제에 접근할 

때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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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고안된 지지격자 고유 형상 14종들은 이미 국내‧외에 특허출원이 완료되었으며 이

중 6종의 지지격자 고유 형상이 대한민국 및 미국에 특허가 등록되었다. 특히 과제 2

단계 말에 신형 핵연료용 고유 지지격자 최종형상으로 선정된 고유 지지격자 2종

은 2000년에 미국특허를 획득한 형상을 개선한 것으로 기술소유권 확보가 유력시

될 뿐만 아니라 상용 지지격자 및 상용으로 개발중인 최신 지지격자와의 성능비교

시험에서도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3년말에 산업체 주관으로 수

행예정인 신형 핵연료용 고유 지지격자 최종형상 2종에 대한 상용화 대비시험 결과에 

따라 차기 우리 Brand 핵연료에 사용될 수 있다.

 

2. 지지격자 개발관련 해석기술들은 지지격자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이용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지지격자의 특성분석에 직접적으로 이용

될 수 있다. 또한 이 기반기술들은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뿐만 아니라 타 구조부품(예

를 들면 steam generator의 마멸)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공학적으로 응용성이 높은 

분야이다.

3. 지지격자 개발과 관련하여 확보한 시험시설과 시험기술은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 있

는 지지격자의 성능파악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원전연료(주)에서 필요한 

새로운 핵연료의 설계/인‧허가 지원용 자료 생산에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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